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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개념, 증거, 실천」은 건강증진 영역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포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은 건강증진이라는 더 큰 영역에 속해 있으며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활동을 포괄한다. 정신건강증진도 건강증진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받아들

이고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이 책은 정신건강증진의 개념

과 개입 효과에 대한 증거, 그리고 이 증거가 공중보건정책과 실천에 주는 함의에 대해 설명한다. 이

는 정신질환의 예방에 대한 증거를 찾는 WHO의 또 다른 프로젝트와 동일선상에 있다.

정신건강과 건강증진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그 외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신건강증진의 가시적

인 혜택을 보여주는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적, 문화

적 요인을 비롯하여 개인, 지역사회, 그리고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증거도 포함된다. 이 책은 

여러 국가와 문화권에서 얻은 증거도 검토한다. 그리고 여러 국가의 옹호와 정책, 프로젝트 개발, 

입법과 규제개혁, 의사소통, 연구와 평가 등의 활동 내용과 모니터하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증거기

반 프로그램이 비용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돕는다. 국제적 협력은 증거를 산출하고 적

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증거산출과 적용이 가능해지기 위해선 여러 정

책과 실천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조취를 격려해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증진: 개념, 증거, 실천」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보건 분야 내·외부

의 전문가들을 위한 책이다. 이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

강증진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정신건강전문가를 위한 책이기도 하다. 또한 이 책은 정책과 프로그램

을 개발하려 할 때 해당 국가의 부나 자원의 양이 어떠하든 국제적인 행동 지침으로도 활용가능하

다. 이 책에서는 계획가와 실무자들이 소득이 높든 낮든 모든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어려움

이나 딜레마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개념, 증거, 실천」은 보건영역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 과학적인 연구

의 결과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전문가, 정부, 비정부조직 등 다양한 영역의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

여 자문기구를 구성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시키며 과학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1부에서는 이 책의 주제와 보건, 건강증진, 정신건강에 관련

된 개념,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

한다. 1장은 전체 개요로서 정신건강이 공중보건의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분명히 하고 정신건강증진

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건강증진

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정신건강증진은 건강증진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건강증진에 대해 

아는 것이 정신건강의 개념을 검토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3장에서는 적극적 정신건강의 개

념에 대해 설명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적극적 정신건강의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설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개인·가족·지역사회·국가 정신건강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며 정신건강의 영적

인 측면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5장에서는 여러 국가나 상황에서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증진의 개

념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 특정 지역에서 정신건강증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역

서  문



서문 • XIII

사회에서 정신건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사회

적 자본이라는 개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6장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초

점을 둔다. 우리는 정신건강과 인권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므로 7장에서는 인권과 정신

건강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국제인권의 틀과 인권을 침해받기 쉬운 집단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8장에서는 정신건강의 결정요인을 다루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논의한 개념을 정신건강증진

의 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다룬다.

2부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증거에 초점을 둔다. 9장에서는 정신건강증진과 관련된 증거의 본질

을 살펴본다. 그 후 두 영역의 증거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10장에서 다루는 사회적 결정요인과 

관련된 증거이며 두 번째는 11장에서는 다루는 신체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내용이다. 12장에서는 정

신건강증진 지표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지표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한다. 13장에서는 개입의 효과

와 관련된 증거를 검토한다. 이는 주로 고소득 국가에서 나온 증거이므로 14장에서는 시급하게 개입

할 필요가 있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증거에 초점을 둔다. 비록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증거일지라도 여

러 곳에서 실천하도록 장려하는 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15장에서는 정신건강의 결정요인과 개입의 

효과성, 그리고 비용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3부에서는 정신건강증진 정책과 실천을 위한 활동을 조사하고 제안하기 위한 개념과 증거를 제

시한다. 한 국가의 정신건강 정책은 이 분야에 대한 청사진이다. 따라서 16장에서는 정신건강증진

이 어떻게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하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17장에서는 국제헌

장에서 정신건강증진의 역사적 토대가 만들어진 과정을 추적하고 이러한 접근으로 정책을 마련하

여 실천할 때의 한계에 대해 논한다. 지역사회개발은 정신건강증진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으므로  

18장에서는 저소득국가에서의 성공사례를 설명할 것이다. 개입의 지속가능성은 모든 건강증진 프로

그램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19장에서는 정신건강증진과 관련된 몇 가지 교훈을 검토한다. 20장에서

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지 

살펴보고 관련된 사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21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자료를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고 증거기반의 정신건강증진

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분야에서 효과

가 있다고 검증된 프로그램이 얼마나 풍부한지 알게 되었고 또한 반드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

야의 증거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재정이나 인적자원이 부족

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전 

세계에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된다면 정말 보

람 있는 일이 될 것이다.

Helen Herrman, Shekhar Saxena, Rob Moodie 

Editors



우리 사회는 최근 들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질환, 자살·우울·공황장애·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건강의 어려움과 관련된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적

으로도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신

건강증진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일반 건강관련 정책을 보면 전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환자를 위한 치료에 더하여 전 

국민의 건강 ‘증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바꾸어가고 있는 듯하다. 이는 정부에서 2002년 제

1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한 이래 제4차에 걸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

하여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도 체감할 수 있다.

1995년 제정되어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지형을 흔들었던 정신보건법도 여러 진통 끝에 2017년 ‘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이는 전 국민의 정신건강증

진을 강조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국가에서 정신건강증진의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지만, 역자들

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신건강증진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를 지

역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정신건강 분야 내부의 전문가뿐 아니라 정책입안

자, 시민, 협업을 해야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도 정신건강증진에 대해 충분히 합의하지 못

하고 있는 듯하다.

WHO에서 발간된 「정신건강증진: 개념, 증거, 실천」은 전 인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다

양한 분야가 협력하여 수행해야 하는 정신건강증진의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

증진의 성과와 증거, 이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 실천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제시하고 있다.

역자들은 책을 읽고 스터디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책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에 대해 이해하고, 실

천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을 하면서 책을 번역하는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정신건강증

진: 개념, 증거, 실천」이 관련 전문가들에게 정신건강증진의 다양한 개념, 이에 대한 증거와 구체적

인 실천방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그래서 이 책이 현장에서의 실

천 사례와 근거로, 정책 수립의 자료로, 연구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책의 초벌 번역을 도와준 최수희 씨와 신희범 씨의 노고에 감사한다. 또한 기꺼이 출판을 맡아주신 

포널스의 모형중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책을 번역하고 함

께 스터디하는 과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태화샘솟는집의 문용훈 관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8년 3월 30일

역자 대표 배은미

역자서문



주요내용

정신이 건강하지 않고서는 건강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신건강은 분명히 건강의 필수영역이다. 공중보건과 건강증진의 목표는 심장건강, 전염병, 담배 

규제 등에 적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증진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정신건강은 정신질환의 부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개인, 가족 사회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해 

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며 일상적인 삶의 스트레스에 대처하여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녕 상태

라고 기술하고 있다.

적극적 의미에서 정신건강은 개인과 지역사회가 안녕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데 기반이 된다. 

정신건강의 핵심 개념은 문화전반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해석과 일치한다.

정신건강은 사회경제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은 일반적인 건강, 질병과 마찬가지로 여러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생물

학적 요인과 그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요인과 정신질환의 위험성이 관련되어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몇몇 연구에서 정신질환이 낮은 교육 수준, 빈곤, 열악한 

주거, 저소득과 관련되어 있다고 나타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은 불

안정하고 절망적인 경험을 하며 급속한 사회변화를 겪고 폭력과 신체건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서 정신질환에 취약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건강은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정신적, 사회적, 행동상의 건강문제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안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될 수 

있다. 한편으로 약물남용, 폭력, 여성과 아동에 대한 학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심장질환, 우울, 

분노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는, 실업, 낮은 수입, 낮은 교육수준, 열악한 근무환경, 성차별, 불건강한 

생활습관, 인권침해의 상황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대처하기도 더 어렵다.

효과적인 공중보건 개입으로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심장건강이 특정 의약품이나 의학적 치료보다는 환경, 담배, 영양과 관련된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서 증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환경변화로 인해 심장건강에 악영향이 있었더라도 다양

한 수준에서의 행동을 통해 그 결과가 뒤바뀐 경우도 있었다. 유사하게, 선행연구 역시 정신건강이 

주택, 교육, 보육 등의 비건강정책과 실천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다양한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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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강 분야에서의 정책과 실천개입으로 인한 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증거가 불

확실하고 증거 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과 실천을 적용하여 평가

하는 좋은 사례를 남길 정도로, 우리는 사회적 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과학적 증거의 질뿐 아니라 공유가치에 의해서도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정신건강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정신건강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더

라도, 전통에 따라 관행적으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삶의 방식으로 생활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납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정신건강증진의 본질이다

이러한 권리를 근거로 안전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여러 분야가 연계하는 것이 건강증진의 열쇠이다

정신건강은 사회의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치료와 예방

에 관련된 건강영역에서의 특정 활동뿐 아니라, 교육, 노동, 사회정의, 교통, 환경, 주택, 복지를 포

함한 영역에서도 정부와 기업부문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 영리조직, 보건전문가 등 모두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

다. 특히 지방과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자는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

동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국제기구는 모든 국가로 하여금 정신건강이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개입의 실현 

가능성과 증거를 평가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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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보건은 사회에서 조직적으로 노력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과학

이자 예술이다(WHO, 1998a, p. 3). 

21세기의 보건정책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Kickbusch, 2003, p. 386). 

 정신건강이란 무엇인가?

WHO는 출범 이래 건강의 정의에 정신적 안녕을 포함시키고 있다. WHO가 규정한 건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단순히 병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WHO, 

2001b, p. 1)

이 정의를 기반으로 했을때 건강개선을 위한 세 가지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신건강은 통합적인 건강의 

한 부분이다. 둘째, 정신건강은 단순히 정신질환의 부재 이상의 상태를 의미한다. 셋째, 정신건강은 신체적 

건강이나 행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반드시 그 의미를 정의할 필요는 없지만 정신건강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물론 국가나 문화, 계층, 성역할에 따른 가치의 차이 때문에 정의에 대해 합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WHO, 2001c).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각 나라마다 연령이나 부에 대한 관점이 다르더라도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 것과 같이, 정신건강 또한 각 문화의 관점에 국한되지 않고 이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WHO가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고 일상적인 삶의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그가 

속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녕 상태

이러한 긍정적인 관점에 따르면, 정신건강이란 개인 및 지역사회의 안녕과 효과적인 기능수행의 토대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정의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태나 능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은 단순히 

정신장애가 없는 상태 이상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은 아직까지도 사치로 인식되곤 한다. WHO

나 다른 국제기구에서는 이처럼 잘못된 견해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의 정도와 관계없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정신건강증진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WHO, 2001b).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은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은 상호의존적이다. 건강과 질병은 

공존하기도 한다. 질병이 없는 상태만이 건강한 상태라고 정의한다면 이 둘은 상호 배타적일 것이다(Sartorius, 

1990). 건강함이 자신과 타인, 환경간의 균형을 이루는 상태임을 이해한다면, 공동체나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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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공중 보건으로

현대 사회의 공중 보건은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건강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적, 전체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노력은 현대 공중 보건에서 원래 중요하게 여겼던 전염병의 통제로부터,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각 부처 간의 노력을 통합하는 리더쉽까지를 포괄한다(Beaglehole, 2003). 신 공중 보건은 

사회정치적인 개념이어서 전인구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연장시키며,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신 공중 

보건은 건강증진, 질병예방,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건강개입을 통해 달성된다(WHO, 1998a).

건강증진은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건강증진 전략은 ‘건강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결정요인을 보다 많이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건강결정요인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세계적으로 건강성과를 강조하는 추세와 일치한다. 

생태학적 공중 보건개념은 건강에 대한 경제적·환경적 결정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건강개선과 지속가능한 

개발 간의 공통점을 강조한다(WHO, 1998a). 

지난 이십여 년 간 몇 명의 주요인사가 공중 보건 실무에 영향을 주었다. 마못(Marmot)은 윌킨슨(Wilkinson)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건강의 사회적 불평등을 보면 사회적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수정 가능하다.”(Marmot & Wilkinson, 1999, p. 3).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결정요인은 구체화할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을 연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Syme(1996)은 개인적 위험 요인과 

질병의 환경적인 요인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로즈(Rose, 1992)는 개인 간에 질병의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과 각 인구 집단별로 질병에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이 같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 

공중 보건과 건강증진 활동은 집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다. 

WHO의 ‘거시경제와 보건위원회’(the 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에서 2001년에 출간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난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인도주의적으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증명하였다. 건강의 개념은 공공재로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건강결정요인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자원이 전 세계와 지역 내 모두에 존재하고 있지만 공중 

보건과 관련 대부분의 활동은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고 정부의 책임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사회적·경제적인 박탈이 일어나는 결정요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동시에 부처 간의 

협력도 필요하다(Beaglehole & Bonita, 2003). 비글홀(Beaglehole)과 보니타(Bonita)는 공중 보건 실무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새로운 열망

신 공중 보건에 대한 열망으로, 지난 20여 년간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Friedli, 2002; Secker, 

1998; Trent & Reed, 1992-6; Tudor, 1996; WHO, 1981, 2002). 정신건강과 공중 보건 분야는 상호 간 보다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오랜 기간 상호작용이 취약했었다(Cooper, 1990; Goldberg 

& Tantam, 1990; Goldstein, 1989). 이는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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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이었다. 최근에 정신건강과 공중 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정신건강은 신체적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이며, 따라서 전체적인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한 요소라고 확인되었다. 정책과 실천영역에서는 WHO가 선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포함한 건강 개념이 점점 더 실질적인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그리고 안녕과 

교육적 성취, 근로 생산성, 긍정적인 사회관계, 범죄율 하락, 알코올이나 약물 관련 위해의 감소와 같은 성과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증거들은 주요한 건강결정요인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정신건강증진은 몇몇 정신장애의 발생률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교육성과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가족 간 관계를 개선하며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정신적 불건강상태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다. WHO와 국제은행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이 두 번째로 큰 질병 요인임이 밝혀졌다(Murray & 

Lopez, 1996). 정신적 불건강으로 인한 부담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치료 수용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러한 부담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줄어들지 않는다(WHO, 2001c). 이와 

함께 사회적 박탈계층에서 정신적 불건강이 보다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도 나오고 있다(Desjarlais et al., 

1995).

정신적 불건강 상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자체로 관심이 이어졌다.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 한편, 이를 각 지역, 국가, 

국제적 정책과 실천의 우선순위로 삼고, 정신적 불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치료할 필요가 

있다. 공중 보건 분야의 여러 정책 입안자, 실천가, 그리고 학계에서는 건강 불평등이 생물학적·행동적 특징으로 

인해서 뿐 아니라, 자원 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도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신건강의 증진이나 

안녕을 포함한 건강증진은 보건 프로젝트일 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프로젝트이다(Mittelmark, 2003). 

 정신건강증진은 공중 보건의 필수 영역이다

건강이나 질병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과 정신질환도 여러 가지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인 요소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낮은 교육수준과 빈곤이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요소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빈곤과 정신질환은 사회의 발달 정도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불안정하고, 

희망이 없고, 사회의 변화가 급속하고, 폭력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더욱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다(Patel & Kleinman, 2003). 경제적 수준 또한 가족의 기능이나 아동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Costello et al., 2003; Rutter, 2003). 

정신적, 사회적, 행동적 건강의 문제는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행동이나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질남용,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학대와 폭력과 같은 행동상의 문제와 심장질환, 우울, 불안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는 고실업, 저소득, 제한적 교육 수준, 스트레스적 직장 환경, 성차별, 인권침해와 같은 상황에서 보다 

자주 나타나며 이런 상태에서는 대처하기가 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Desjarlais et al., 199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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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람의 정신건강은 개인적 요인과 경험, 사회적 관계, 사회적 구조와 자원, 문화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 

또 각 사람의 정신건강은 일상생활, 가족 관계, 학교생활, 거리나 직장에서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Lahtinen et al., 

1999; Lehtinen, Riikonen & Lahtinen, 1997). 개인의 정신건강은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준 환경에 도로 영향을 

미쳐, 결국 그 전체 공동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유전학, 신경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정신건강분야의 

연구 중에는 사회가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이 개별 구성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합보다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0장에서 논의됨).

민족지학 연구를 보면, 뭄바이(Mumbai)의 슬럼가와 같이 어려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 

추방, 빈곤, 편의시설의 편중, 주거지 철거, 노숙, 인종간의 불화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지역의 경험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와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절망, 사기저하, 중독, 고통, 

분노, 우울, 적개심과 폭력은 다시 지역사회의 문제와 이 문제에 대한 경험으로 연결된다(Parkar, Fernandes & 

Weiss,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은 전통적인 공중 보건의 영역 밖의 분야라고 인식되어졌다. 

그 이유는 건강과 질병이 여러 요인에서 기인되며(Cooper, 1993), 건강과 질병은 연속선상에 있다(Rose, 1992)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않다. 둘째, 국가에서는 정신장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조직화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정신장애는 흔하고 어디서나 출현한다. 세계적으로 정신·행동 장애는 1990년 기준으로 전체 질병 부담의 11%

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보정수명(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을 기준으로 보면, 정신·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 부담은 2020년까지 15%로 증가할 것이다. 우울증은 1990년에는 네 번째로 부담이 높은 질병이었으나, 2020

년에는 허혈성 심질환에 이어 두 번째로 부담이 큰 질병이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WHO, 2001c). 또한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 비용부담으로 이어진다(WHO,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와 정신건강은 대부분의 나라와 

사회에서 방치되어 있는 영역이다. WHO에서 조사한 최근의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부담과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각 국가의 자원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WHO, 2001a). 최근 수십 년 동안 전반적으로 

건강이 증진되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정신장애로 인한 부담은 증가하였다(Desjarlais et al., 1995; Eisenberg, 

1998).

이처럼 정신건강을 중시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정신건강과 정신장애라는 개념을 혼돈하고,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정신건강”이라는 개념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치료와 서비스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개념도 

혼란스러워졌다. 

적어도 지금까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는 다른 의료나 건강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다. 폐쇄적인 요양원 세팅에서 

일하는 실천가들은 겉보기에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는 환자들을 만났다. 실천가들은 불치병으로 보이는 정신병과 

우울증에 대해 이러한 병의 원인이 생물학적이라고 전제했다. 질병에 걸리면 돌이킬 수 없다는 이러한 인식 때문에 

치료를 허무하게 생각하거나, 예방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거나, 혹은 예방도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때로는 정신건강증진이 현실세계의 문제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하면 기존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나 재활을 위해 활용하던 자원을 가져가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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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정신적 불건강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중 보건적 접근이 

필요하다.1 공중 보건의 틀 안에서 건강증진, 질병과 장애의 예방, 그로 인한 치료와 재활을 강화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혹시 그 내용과 성과가 겹치더라도 서로 다른 활동이다. 이 모든 활동이 중요하고 

필수적이며 상호보완적일 뿐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활동이다.

 정신건강, 정신장애가 없다는 것 이상의 의미

앞서 언급한 대로, 정신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음을 의미하기보다는 건강함을 의미한다. 2003년에 조지 

베일런트(George Vaillant)는 정신건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등한시해서는 안 되며,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대로 이는 복잡한 일이다. “평균적인 정신건강 상태”와 “건강한 상태”는 같지 않은데, 평균에는 

항상 정신병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다수를 차지하는 건강한 사람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상태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발목부상으로 잠시 장애를 입게 되었다면 그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는가? 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증상이 없는 시기에 있다면 그는 건강한 상태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병이 있다고 해야 하는가?  

“가치로 인해 이중적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Vaillant, 2003, p. 1374). 즉, 한 지역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의는 그 

지역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할 때 무엇에 좋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개인이 좋다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좋다는 것인가? 행복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았다는 의미인가? 베일런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공통적인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모든 문화권에는 고유한 

식습관이 있지만 모두가 비타민과 다섯 가지 기본 식품군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듯이 말이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정신건강과 행동

우울증과 심혈관 질환의 관계에 대한 연구(11장 참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은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1950년 이후 이루어진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현재 여러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 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더 낮은데, 이는 다른 

위험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Giltay et al., 2004). 감정 상태가 신체건강 유지와 질병에서 회복될 

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입중되어 있다. 

신체가 건강하지 않을 때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과 정신건강이 나빠서 신체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은 

비슷한 정도이다(Herrman & Jane-Llopis, in press). 예를 들어 신생아에게 영양이 부족하면 인지나 운동능력 

결함의 위험이 증가되고, 심장병이나 암에 걸리면 우울증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Blane et al., 1996; Marmot & 

Wilkinson, 1999). 우울증이 심장병의 주요한 위험 요소라는 근거가 확실하게 밝혀지면서, 몇 몇 국가에서는 보건 

정책을 통해 신체와 정신건강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심근경색이나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혈압으로 정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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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이로 인해 직업적인 혹은 다른 환경적인 스트레스도 유발된다 주장이 있는데, 이는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오랜기간 유지되고 있는 주장이다(Esler & Parati, 2004). 직장에서 통제력이 낮고 사회적지지 수준이 

낮으면 신체건강(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과 정신건강(예를 들어 우울증)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Kopp, Skrabski & 

Szedmak, 2000). HIV/AIDS에 감염된 사람들 중 다수와 가족들은 스티그마, 편견과 함께 우울증이나 불안감 등의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다(WHO, 2001c).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경험하는 것과 낮은 생산성 간의 연관성도 

보고되고 있다. WHO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과 미대륙 15개국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통증과 안녕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속으로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통증이 없는 사람들보다 불안이나 우울 장애를 가질 

확률이 네 배나 높았다(Gureje et al., 1998).

이 연구에서는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기능이 사회적·환경적 영향과 상호작용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상호 

영향을 주는(WHO, 2001c) 두 가지의 주된 경로를 설명했다. 첫 번째 경로는 직접적으로 신경 내분비계나 면역 

기능과 같은 생리학적인 체계를 통해서이다. 두 번째 경로는 건강행동을 통해서이다. 여기서 건강행동은 적절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적절하게 자고 흡연하지 않고 안전한 성생활을 하고 안전벨트를 하고 의학적 치료를 

적절하게 받는 등의 행동이다. 생리학적·행동적 두 경로 모두 각각 혹은 둘 모두 사회 환경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건강행동은 생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예를 들어, 흡연이나 늘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생리적 기능은 건강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예를 들어 피로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건강에 대한 통합적인 증거 기반 모델을 보면, 정신건강(감정과 생각 패턴 포함)은 전반적인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은 내분비계나 면역 기능에 부정적인 변화를 촉진시켜 

신체질병의 취약성을 높인다. 또 스트레스는 감기를 유발할 수 있고(Cohen, Tyrrell & Smith, 1991), 스트레스로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된다(Kielcot-Glaser et al., 1999). 

이러한 관계의 특정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문도 있지만, 정신건강이 좋지 않으면 면역기능이 저하되거나, 특정 

질병을 유발하거나, 조기사망에 이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확실하다. WHO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건강행동은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행동의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혈관 질환이나 암처럼 비전염성 질병은 음주나 흡연, 좋지 않은 식습관,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처럼 건강하지 못한 행동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또한 AIDS와 같은 전염성 질병이 확산되는 데에도 

안전하지 못한 성적 행동이나 바늘을 같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건강행동이 주된 요인이 된다.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건강행동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정신질환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건강행동에 영향을 

준다(WHO, 2001c, p. 9).

젊은 세대의 경우 우울증이나 낮은 자아존중감이 흡연, 폭음, 거식증,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와 관련이 있어서, 

AIDS와 같은 성 전염성 질환을 포함한 여러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진다(Patton et al., 1998; Ranrakha et 

al., 2000). 타 연령대의 우울증은 사회적 고립, 음주, 약물 중독, 흡연과 관련되이 있다(Hemenway, Solnick & 

Colditz, 1993). 기분장애는 사고나 부상, 건강하지 못한 신체적, 역할 기능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Wells et al., 

1989). 경험이나 관찰을 통한 학습의 요소도 건강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15세 이전에 약물을 사용한 

경험은 성인기의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Jaffe, 1995). 빈곤이나 사회적, 문화적 규범과 같은 

환경적인 영향 또한 건강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WHO, 200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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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전 과정에서 건강결정요인과 행동, 정신건강 간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정신적 불건강 상태와 

관련된 사회적 요소가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범죄 혹은 학업중단과 관련된다는 근거도 많다. 건강결정요인은 

존재하지 않고 유해한 요소만 있는 경우, 안전하지 못한 성적 행동, 교통사고, 그리고 신체활동 부족과 같은 위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경우 우울증이나 알코올 및 약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다시 신체장애나 직업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Walker, Moodie & Herrman, 2004). 클라인만

(Kleinman, 1999)은 판자촌이나 슬럼가처럼 해체된 지역사회나 취약계층, 그리고 이민자 계층에서 정신적 사회적 

건강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이웃 간의 폭력, 가정 폭력, 자살, 약물 중독, 우울증이나 외상 후 

장애 등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폭력 때문에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건강에 미치는 막대한 부담을 예방할 수 있는” 연구의제와 혁신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촉구하였다(Kleinman, 1999, 

p. 979). 즉 그러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통제하고 줄이며, 그런 환경에 노출된 사람과 가족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 접근을 통해서 보면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게 된다. 살면서 특정 경험과 특정 

환경에의 노출이 축적되는데, 만약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었다면 성인기에 발병할 확률과 

조기사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성인기에 건강을 해치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아마도 어린 시절의 건강손실에 

더해 경험의 축척이 원인이 될 것이다(Holland et al., 2000). 생애주기 접근은 건강과 질환의 발생과정에 생물학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방식을 고려한다. 그리고 생애주기로 접근하면 생물학적, 

사회적 결정적 시기에 어떤 정책으로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지 알게 된다. 오늘날 선진국에서 높은 

건강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복지국가” 정책이 여러 면에서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Bartley, Blane & 

Montgomery, 1997).

요약하자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이 서로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정신건강 상태는 한 공동체의 

건강 상태를 변화시킬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건강과 행동은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모든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가족과 직장 등 더 넓은 사회적 요소를 통해 변화를 지원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회기술이나 

자기 통제력을 훈련시키는 등의 개입만으로는 장기적인 행동변화를 일으키기 어렵다(Institute of Medicine, 2001). 

 정신건강증진의 목적과 활동 

20세기는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세계 인구의 건강에 있어 큰 수확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 

수입의 증가나 교육수준의 향상과 그에 따른 건강, 위생, 주거, 물 공급, 공중위생 때문에 발생했다. 또한 

질병의 원인, 예방, 치료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증가하고, 더 많은 개입 프로그램이 가능했던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처럼 개인의 행위와 구조적인 변화 간의 통합으로 건강 영역에서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Nutbeam, 2000, p. 1).

건강증진의 효과적 실행으로 건강결정요인에도 변화가 나타났다(Nutbeam, 2000, p. 3).

건강증진은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공공의 건강을 개선하는 접근이다. 건강증진은 모든 건강 결정요인을 다루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행동을 장려하며, 건강을 향상시키는 환경과 생활조건을 만드는 활동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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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한다(WHO, 1998a). 정신건강증진은 건강증진 이론이나 실행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건강증진을 위한 개입은 개인이나 집단 혹은 전인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건 영역뿐 아니라 보건 영역 

밖의 여러 세팅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Walker & Rowling, 2002).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을 결정짓는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은 세 가지 개념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HEA, 

1997; Lahtinen et al., 1999; Lehtinen, Riikonen & Lahtinen, 1997):

■   건강한 공동체의 발전과 유지: 이는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 양질의 주거, 긍정적인 교육 환경, 직장 내 양질의 

근로 조건, 그리고 지지적인 정책 기반을 제공하고, 갈등과 폭력을 최소화하며, 자기결정권과 삶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하고, 공동체로부터의 인정·사회적 지지·긍정적인 역할 모델 그리고 먹고 자는 것 등의 

기본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   참여, 다양성의 수용,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개인의 능력: 이러한 능력은 생애 

초기의 유대감, 애착, 관계, 의사소통, 수용과 관련되어 있다.

■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조절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감정적 탄성회복력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이는 

자아존중감, 갈등을 다루는 능력, 학습 능력과 관계되어 있다.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수준의 특성을 증진시키고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신건강증진의 목적이다. 각 

지역사회나 국가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증거뿐 아니라 정신건강과 관련된 주요한 

문제점이나 잠재적인 유익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신건강증진 활동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건강증진은 건강의 요소와 관련되어 있고 예방은 질병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지만, 결국 

건강증진이나 예방 활동이 반드시 서로 연결되며 중첩된다. 정신질환의 예방을 위한 증거(Hosman & Jane-Llopis, 

2005; Jane-Llopis, in press)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증거도 될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는 여러 나라, 다른 환경 내에서의 경험을 평가하여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방법을 발전시키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가진다.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은 정신장애를 예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정신건강증진이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과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근거도 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증진 활동은 흡연이나 

무방비 상태에서의 성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에이즈나 십대 임신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건강에 

해롭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막는 데 기여하는 정도는 정신장애를 예방하는 것보다도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더 클 수 있다(Orley & Weisen, 1998).

앞서 논의하였듯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은 실업을 낮추고, 학교 교육을 개선하고, 스티그마와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없애는 것과 같은 사회정치적인 활동이다. 또 다른 정책적 개입, 예를 들어 두부 손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실행자는 정치인과 

교육자, 민간공익단체(NGO) 등이다. 정신건강 관련 실천가들은 주요 실행자들에게 핵심 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여(Goldberg, 1998), 그들이 더 나은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고, 질병예방과 의료분야내지는 관련된 다른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실천 할 수도 있다.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 둘 다를 위해 종합적으로 개입하는 접근에서는 인구 집단별로 질병에 걸릴 위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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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건강증진의 범위)에 따라 특정 유형의 인구층에서 요구하는 행동이 무엇이며 개입방법은 무엇인지 분류하여 

명확하게 한다(Eaton & Harrison, 1996; Mrazek & Haggerty, 1994). 개입방법은 보편적(양질의 출생 전 관리와 

같이 모든 인구군에 적용)이거나, 선택적(위험에 노출이 된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함(예: 젊고, 가난하고, 첫 임신을 

한 여성을 위한 지원))이거나, 특정 개인(미세하지만 구별되는 증상을 가진 고위험군 개인을 대상으로 함(예: 

우울증이나 치매의 증상 심사 및 조기 치료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증거를 축척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영향을 준다: (1) 일반적으로 건강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 경로이다. (2) 건강 상태는 대부분 여러 원인이 장기간 상호작용한 결과이다(Desjarlais et al., 

1995), (3) 가정환경과 같이 중요한 요인은 인생 전반에 걸쳐 여러 종류의 질병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도 여러 사건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건강이나 탄력성 혹은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준다.

정신건강증진은 평화, 사회정의, 양질의 주거와 교육, 직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신건강증진 과정에는 여러 

분야가 참여해서 산만해 보일 수 있고 증거 기반이 부족할 수도 있다(Kreitman, 1990). 따라서 측정이 가능한 

결과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증거 기반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각각의 건강증진 프로젝트가 개인의 불건강, 

생산성, 삶의 질에 장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굳이 필요하지도 

않다. 

이를 대신하여 정작 필요한 것은 정신건강과 그 결정요인(병인론적 연구)간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며, 건강결정요인의 변화를 예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통해 경제 활동에의 참여, 차별 수준, 사회적 유대감 지표에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한 정신건강상의 이득을 확인하고 자료화하며, 이러한 결정요인을 지표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추가되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 논의하겠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증거 기반은 이미 존재하지만, 병인론적 

연구나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정책 평가로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협력과 WHO의 역할

옹호를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WHO는 점점 더 정신건강의 

가치를 인정하고, 건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WHO의 활동은 앞서 언급한 건강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한다. WHO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 “인간관계의 조화에 영향을 주는 정신건강 분야의 활동을 장려한다.”

■ “건강과 관련된 주제를 공론화 하여 모두가 잘 알도록 지원한다.”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의 여러 결의안에는 회원국들이 정신장애를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사무총장이 적절한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WHO, 2002). 2002년의 결의안에서는 WHO가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것”(WHA 55.10)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는 

캠페인 활동과 시민 사회의 연합”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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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을 위한 WHO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특히 저소득·중간 소득 국가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략의 근거를 만들고, 재검토하고, 축적하고, 

업데이트한다. 

정신건강증진에 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근거 기반의 연구와 관련 문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부재하였다. 이 책과 정신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통해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신건강이 특히 더 중요한 저소득이나 중간 소득 국가 혹은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정신건강증진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얻기가 더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팅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효과적이고 적절하지 못한 전략도 증거에 기반해서 발견해 내려는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적절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

WHO는 적절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각 국가의 발전을 도울 수 있다.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효과성에 대한 근거

• 신중함

• 문화적 적합성과 수용성

• 개인적, 경제적 필요성

• 기술 수준과 인프라의 필요 정도

• 전체적 수익과 이득

• 더 큰 규모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협력한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조직과 분야에서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전문가 연합, 국제 조직, 정부, 민간 조직, 건강관련 산업과 잠정적인 

기부자도 포함된다. WHO는 이러한 모든 단체와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잘 조직되어 있다. WHO가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국제조직에는 

국제노동사무소(International Labor Office), 유니세프(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난민기구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와 국제부흥개발은행(the World Bank) 

등이 있다. 

 정신건강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다

정신건강증진과 관련된 활동의 범위와 결과는 포괄적이어서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실무 단계에서는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프로그램과, 원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진행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정신건강이 증대 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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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기술 향상 혹은 학교의 왕따 방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전자에 해당된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여아들이 

학교에 다니도록 보장하는 정책이나 활동, 공공 주택을 늘리는 프로그램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 예컨데 주거나 

교육과 관련된 공공 정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15장 참조).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옹호가 필요하며,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집단에서는 정책과 실천 프로그램에 이러한 결과가 잘 반영되도록 돕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에 편입될 수 있다. 비록 옹호에 대한 부분은 

구분될 필요가 있더라도 말이다. 신체와 정신의 건강이 매우 긴밀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개입방법이 신체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은 여러 

다른 분야의 정책과 지역사회 개입에 영향을 받는다.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정신건강과 정신건강 결정 요인이 사회환경 내에서 계획되었거나 혹은 계획되지 않았던 

여러 변화 속에서 발전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정책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여기에는 소득 수준이 각기 다른 여러 

국가에서 실시한 개입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증거가 확장된다면 

정신건강증진에 보다 신중하게 개입하게 될 것이며, 특정시기·국가·지역·인구에 적합한 개입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국가에서는 정신건강증진과 관련된 정치적 공약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적 수준에서 건강 활동을 위해 중요한 선제요건(Lee, 2003)인 강력한 윤리적인 토대도 갖고 있다. 이는 인권, 

도덕적 가치, 인도주의, 공리주의 등은 정책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Alkire & Chen, 

2004). 이어지는 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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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사회적 뇌 연구에서 얻은 교훈

Promoting Mental Health: Lessons from Social Brain Research

토마스 인셀(Thomas R Insel)

지난 이십여 년 간,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는 뇌 연구로 전환되어 왔다. 이는 세 가지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첫째, 뇌가 세포들을 

연결하고 일생동안 사용 가능한 세포의 수까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역동적인 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둘째, 뇌의 구조와 

기능의 관계에서 개인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정 부분이 운동이나 감각 기관이라는 전통적인 대뇌 피질 지도는 아직

도 유용하지만, 이도 개인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는 회로를 가진 뇌의 모듈성의 

수준을 인정한 것이다.

뇌 기능의 이 세 가지 영역이 정신건강증진과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높은 수준의 모듈성을 가진 뇌가 어떻게 사회적 정보를 다루

는지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적 정보를 시각적, 청각적 심지어 체지각적 과정이 필요한, 매우 복잡한 형태의 지식으

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 동물의 왕국에서 친구와 적, 동족과 포식자, 동료와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 

형태의 정보이다. 포유류를 포함한 많은 종들은 주로 후각 기관으로 사회적 정보를 감지하기 위해 뛰어난 능력을 발달시켜왔다(Insel & 

Fernald, 2004).

인간은 다른 영장류와 마찬가지로 후각보다 주로 시각이 발달된 동물이다. 시각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의 한 특정 부분은 얼굴 인식에 

특히 민감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의 사진을 볼 때 방추 영역이 활성화되는 데 반해, 자폐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조현증이 있는 사람은 이 영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으로 인해 이 부분이 경색된 경우에는, 얼굴을 구별하지 못하는 얼굴인식 

장애로 발전되기 쉽다. 방추 영역에서 피질하의 핵인 편도체에 이르는 연결은 부분은 얼굴을 해독하는 상위의 명령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감정이나 비언어적 표현과 시선도 이해하는 부분이다. 

지난 이년 동안 쥐를 연구한 결과에서,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해부학적 기반뿐 아니라 특정한 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옥시토신과 관련된 유전자가 부족한 쥐를 연구해 보면, 이들에게 인지와 관련된 다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아도 사회적 기억 관련 

능력이 상실된다는 점이 나타난다(Ferguson et al., 2000). 옥시토신이 부족한 쥐는 새로운 쥐와 익숙한 쥐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러한 뉴

로펩티드 호르몬이 모성애, 남녀간의 관계 형성이나 애착을 포함한 사회적 행동에 있어 중요함을 시사한다. 옥시토신을 편도체에 보상해 

주면, 옥시토신 유전자가 부족한 쥐의 사회 인지능력이 완전히 복구된다.

신생아의 정신건강 발달에 모성과 애착 등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점은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 애정적 결합이나 애착의 발달

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노벨상을 수상한 동물행동학자 콘라트 로렌츠(Konrad Lorenz)는 회색기러기 연구에서 사회적 애착의 결정적 

시기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새끼 거위는 부화 후 몇 시간 안에 그들이 처음으로 따라다닌 대상, 주로 어미에게 애착을 

형성하나 인간에게도 쉽게 각인된다고 한다. 고아들은 돌보는 사람이 여러명이어서 자폐가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끊임없는 사회적 결핍

을 보인다(Rutter et al., 2004). 생애 초기 이 년 동안 아이를 지속적으로 돌보아주는 양부모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런 장기간에 걸친 결

핍이 나타나지 않았다. 장기간 기관에 있었던 아이들은 마치 첫 6개월 내에 백내장 치료가 되지 않은 신생아가 정상 시력을 갖지 못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사회적 능력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시각적 영역이든 사회적 정보 흐름이든 우리는 결정적 시기를 결정하는 뇌의 구조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막 태어난 쥐를 대상으

로 한 최근의 연구를 보면 신생아기 때의 돌봄의 질적 수준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인 구조가 있다고 주장한다. 마이

클 미니(Michael Meaney)와 학생들의 연구에 따르면, 어미가 많이 핥아주고 털을 다듬어준 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자랐을 때 

스트레스에 덜 반응한다고 한다(Meaney, 2001). 물론 이는 유전적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더 많이 핥아주고 털을 다듬어 주는 행동을 한 

어미 쥐들이 유전적으로 스트레스에 덜 반응적인 쥐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환 양육 실험에 따르면 어미의 생물학적 특성보다 어미

의 행동이 성인기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Francis et al., 1999).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는 것은 해마의 당질코르티코이드의 수용기 수가 증가된 것에 따른다고 보여진다. 부신피질호

르몬의 순환을 감지하는 이 수용기는 뇌의 스트레스 회로를 제동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더 많은 수용기가 있으면 스트레스에 덜 반응

적이게 되는 것이다(스트레스에 더 높은 내성을 갖게 됨). 핥아주고 털을 다듬어주는 것은 당질코르티코이드 수용기 유전자를 변화시키

는 것이다—이를 유전자의 “후성적인 수정”이라고 한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변화가 결정적 시기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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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6일 동안 핥아주고 털을 골라주는 것은 수용기 유전자 영역으로부터 메틸화반응 태그를 없애주어 유전자 발현의 유도가 가능

하게 해서, 일생동안의 수용기 증가와 스트레스 반응의 감소를 가져온다(Weaver et al., 2004).

이처럼 생애 초기의 경험이 행동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분자 구조를 보면 어린 시절 신체나 성적인 학대를 당한 경우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아이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성이 높고, 부신피질자극호르몬 유리호르몬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기준선 

정도가 높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심각하게 증가되면 중추 신경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이는 주요 우울 장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

도 포함된다. 최근 우울증에 대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의 결과를 비교한 내용을 보면, 학대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비교 연구

에서 심리치료는 효과가 있었지만 약물 치료는 크게 의미있는 효과가 없었다(Nemeroff et al., 2003).

요약하면 사회 신경과학에서는 사회적 경험이 뇌 발달에 주는 영향과 다시 뇌가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

히고 있다. 비록 어떤 이는 분자나 세포에 관한 연구가 행동의 풍부함을 설명하지 못하는 환원주의적인 것이 될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

나, 지난 십여 년 간의 경험을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정보 처리에 대한 분자나 세포의 구조에 대한 연구를 

보면, 사회적 기억에서 모성애의 분자적 결과에 이르기까지, 이전에는 기대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동안 가져왔던 직관과 반대되는 결과

가 밝혀지고 있다. 현대 신경과학 분야는 전례없는 견인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십년간에는 이러한 연구를 정신건강증진뿐 아니라 정신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연구로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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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의 개념

건강증진은 신 공중 보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실천 분야이다(Baum, 1998). 그러나 건강증진이라는 용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Tones & Tilford, 2001). "건강"이라는 용어 역시 그 의미가 모호하다

(Naidoo & Wills, 2000). 건강은 질환이 없는 상태와 건강한 상태 모두를 의미한다. 대부분 건강이란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때로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나 능력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건강관련 자원을 의미할 수도 있다(Naidoo & Wills, 2000). 개인의 배경에 따라서 건강에 

대해 다른 개념을 가질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이미 건강의 의미에 대한 

담론을 검토하고 논평했던 사례가 있으나 이를 언급하는 것은 이 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Baum, 1998; 

Seedhouse, 1986; Seedhouse, 1997; WHO, 1998b). 이 장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건강의 주요 

관점 몇 가지를 언급할 것이며, "정신건강"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은 뒷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건강개념에서 의학적 모델이 명성이나 지식 측면에서 우세하다(Lupton, 1995; Naidoo & Wills, 2000). 건강은 

인체의 가장 작은 구성요소로 축소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 견해에서는 인체와 인체의 부분을 건강한 상태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기계라고 이해한다. 병에 걸렸다는 것은 몸이 고장 난 상태이고, 치료를 위해서는 고장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체내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질병이며, 치료를 통해 이를 교정하여 건강이 회복된다.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 공중 보건은 일반대중에게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는 것과 다른 관점도 있다. 시드하우스(Seedhouse, 1986)는 건강에 

대한 여러 가설을 통해 이를 설명한다. 시드하우스가 설명한 의료 관점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와 반대로 

사회과학자들은 사회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검사하여 

건강하다고 진단한 감옥에 있는 죄수를 사회과학자는 건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자들은 

자율적으로 역할을 완수하는 것을 건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건강이란 사람이 현실적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자는 죄수가 건강하지 않다고 보는 반면,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건강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건강에 대한 WHO의 정의는 매우 흥미로운 논쟁을 일으킨다. 1946년 WHO 헌장에서는 건강이란 질병과 

장애가 없을 뿐 아니라 안녕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톤즈와 틸퍼드(Tones & Tilford, 2001, p. 2)

는 정의 속에 어떤 정신이 내포되어 있는지 설명하였다. 

 신 공중 보건으로 

현대 사회의 공중 보건에서는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건강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적, 전체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는 원래 공중 보건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전염병의 통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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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각 부처 간의 노력을 통합하는 리더쉽까지를 포괄한다(Beaglehole, 2003). 신 공중 보건은 

사회정치적인 개념이어서 전인구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연장시키며,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신 공중 

보건은 건강증진, 질병예방,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건강개입을 통해 달성된다(WHO, 1998a).

건강증진은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건강증진 전략은 ‘건강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결정요인을 보다 많이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건강결정요인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세계적으로 건강성과를 강조하는 추세와 일치한다. 

생태학적 공중 보건 개념은 건강의 경제적·환경적 결정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성 모두를 강조하고 있다(WHO, 1998a). 

지난 이십여 년 간 몇 명의 주요인사가 공중 보건 실무에 영향을 주었다. 마못(Marmot)은 윌킨슨(Wilkinson)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건강의 사회적 불평등을 보면 사회적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수정 가능하다.”(Marmot & Wilkinson).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결정요인은 구체화할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을 연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시메(Syme 1996)은 개인적 위험 요인과 질병의 환경적인 

요인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로즈(Rose, 1992)는 개인 간에 질병의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과 각 인구 집단별로 질병에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이 같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 공중 보건과 

건강증진 활동은 집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다. 

WHO의 ‘거시경제와 보건위원회’(the 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에서 2001년에 출간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난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인도주의적으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증명하였다. 건강의 개념은 공공재로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건강결정요인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자원이 전 세계와 지역 내 모두에 존재하고 있지만 공중 

보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은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고 정부의 책임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사회적·경제적인 박탈이 일어나는 결정요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동시에 부처 

간의 협력도 필요하다(Beaglehole & Bonita, 2003). 비글홀(Beaglehole)과 보니타(Bonita)는 공중 보건 실무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새로운 열의

신 공중 보건에 대한 열의로, 지난 20여 년간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Friedli, 2002; Secker, 

1998; Trent & Reed, 1992-6; Tudor, 1996; WHO, 1981, 2002). 정신건강과 공중 보건 분야는 상호 간 보다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오랜 기간 상호작용이 취약했었다(Cooper, 1990; Goldberg 

& Tantam, 1990; Goldstein, 1989). 이는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근에 정신건강과 공중 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정신건강은 신체적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이며, 따라서 전체적인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한 요소라고 확인되었다. 정책과 실천영역에서는 WHO가 선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포함한 건강 개념이 점점 더 실질적인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안녕간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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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증명하는 자료와, 교육적 성취, 근로 생산성, 긍정적인 사회관계, 범죄율 하락, 알코올이나 약물 관련 위해의 

감소와 같은 성과를 증명하는 자료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주요한 건강결정요인에 

초점을 둠으로써, 정신질환의 발병률을 낮추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더 나은 교육 

성과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관계가 증진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정신적 불건강상태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다. WHO와 국제은행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이 두 번째로 큰 질병 요인임이 밝혀졌다(Murray & 

Lopez, 1996). 정신적 불건강으로 인한 부담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치료 수용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러한 부담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줄어들지 않는다(WHO, 2001c). 이와 

함께 사회적 박탈계층에서 정신적 불건강이 보다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도 나오고 있다(Desjarlais et al., 

1995).

정신적 불건강 상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자체로 관심이 이어졌다.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 한편, 이를 각 지역, 국가, 

국제적 정책과 실천의 우선순위로 삼고, 정신적 불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치료할 필요가 

있다. 공중 보건 분야의 여러 정책 입안자, 실천가, 그리고 학계에서는 건강 불평등이 생물학적·행동적 특징으로 

인해서 뿐 아니라, 자원 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도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신건강의 증진이나 

안녕을 포함한 건강증진은 보건 프로젝트일 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프로젝트이다(Mittelmark, 2003). 

이 정의는 전체론적인 철학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질병의 관리 및 예방과 관련하여 

매일 실질적이고 긴급한 요구에 직면한 사람들을 자극한다.

WHO의 오타와 헌장에서 정의한 건강증진의 개념이 널리 인용되고 있다(WHO, 1986). 이 헌장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건강증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건강을 개선하는 과정이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의 상태에 도달하려면,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이 열망하는 바를 

인식하여 실현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이에 대처할 수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을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자원이며, 신체적 능력뿐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자원을 강조하는 적극적 개념이라고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건강증진은 보건분야에서만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양식을 넘어 안녕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의는 건강을 정의하는 자원의 범위에 있어서 개인적인 요인뿐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까지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이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양자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실천가는 전통적 의료모델에서 말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실천하고 개입하여야 한다. 

실제로 건강의 결정요인 중 많은 부분은 보건의료 서비스 시스템의 통제를 넘어서는데, 이는 다음 단락에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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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결정요인

개인의 건강은 부분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흡연과 과도한 지방, 당, 그리고 

염분 섭취가 이에 해당된다(WHO, 2002b). 그러나 다른 주요한 건강결정요인은 성별이나 인종처럼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1993년~1994년에 실시된 영국의 보건조사에서 근로 가능 연령의 백인 남성과 소수 민족의 

건강을 비교한 결과, 소수민족의 건강이 취약했으며 소수민족 내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발병율이 높았다(Cooper, 

2002). 

브라질에서는 흑인 유아의 건강이 백인 유아에 비해 더 취약했으며(Barrosa, Victorab & Hortac, 2001), 아프리카 

여성의 사망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고 사하라 남부 지역 여성의 산모 사망률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여성보다 

더 높았다(Harrison, 1997). 

교육 등의 사회적 자원에의 접근성 역시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 모두 건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도 증진된다(Harrison, 1997).

주택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어서, 노숙인이나 위생상태가 열악하고 밀집되어 있으며 통풍이 잘되지 

않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은 호흡기 감염, 천식, 납중독, 뇌수막염, 부상, 취약한 정신건강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Howden-Chapman, 2002). 개인 간의 사회적 관계도 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사람들은 

타인을 통해 배우는데, 이 과정에서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생활양식을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사회적 유대감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많다. 사회적 고립감과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는 반면, 사회적 

참여는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Eng et al., 2002; Mittelmark, 1999b; Seeman, 1996). 

개인의 경제적 상태나 취업상태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호주에서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흡연, 과체중, 비만, 지나친 음주와 같은 만성질환 위험요인이 더 만연해있다고 

보고되었다. 미국에서는 소득수준으로 사망을 예측할 수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상태가 부유한 사람들보다 

좋지 않다는 것이 보고되었다(Wagstaff & van Doorslaer, 2000). 

또한 실업자가 근로자에 비해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사망률도 높았다(Morris, 1994). 명망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 비해 건강이 더 좋다는 보고도 있다(Marmot et al., 1997). 이러한 관계는 

복잡한데, 고용과 건강간의 관계는 소득, 교육, 그리고 사회계층과 같은 다른 요인의 영향으로 더 복잡해질 수 있다

(Morris, 1994). 

빈곤은 개인과 전인구의 건강이 취약하다고 예측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며(Fiscella & Franks, 1997), 건강증진은 

빈곤 감소, 그리고 경제성장과 개발에 기여한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빈곤과 건강취약성간 관계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경험적 증거가 개인과 사회의 수준에서 확인되었다(Subramanian, Belli & Kawachi, 

2002; WHO, 2002a).

사람들이 통제하기 힘든 물리적 환경인 기후, 기후변화, 대기오염, 소음, 도로와 건물의 설계, 유해물질 등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비위생적인 물을 마시거나, 물이나 위생시설에 접근하기 힘든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설사와 십이지장충 등을 비롯한 기생충에 관련된 질환으로 인해 건강이 취약하다(WHO, 

20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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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독성물질, 위험한 기계사용, 열악한 인체공학적 조건으로 인한 위험한 

물리적 환경, 그리고 이로 인한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상해, 정신적 장애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등 다양한 질병 

또는 상해와 관련되어 있다(Driscoll et al., 2001; Jin et al., 2000; Leigh & Sheetz, 1989; Loewenson, 1999).

 건강불평등

위에서 살펴본 예는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요인을 단순하고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준다. 

건강불평등은 사회적 계층, 성별, 인종, 거주지역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건강불평등은 개인의 유전적 

차이, 건강관련 행동, 교육, 일과 놀이에 대한 선택의 차이에서 기인된다. 공중 보건은 사람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선택을 하도록 도움으로써 건강불평등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

불평등은 사회적 불의의 결과이므로 불평등뿐 아니라 불공평도 존재한다(균등하게 나누는 것과 공정하게 나누는 

것). 실제로 모든 건강증진 전문가들은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 상관없이 건강형평성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즉, 가장 건강한 사람과 가장 건강하지 않은 사람 간의 불평등을 줄이려고 노력한다(Dahlgren & 

Whitehead, 1992; Whitehead, 1990; WHO, 1996; Wilkinson, 1996).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WHO, 2002b).

건강증진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불공평 문제가 해결된다면 건강상태가 최상인 사람과 최하인 사람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주된 방법은 교육과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강결정요인인 식량, 물, 보호소, 그리고 폭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추가되어야 한다.

기회의 평등은 완전한 평등을 위한 단지 이상적인 목표로만 생각되지만, 삶에서 기회의 평등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또한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 건강불평등의 

과정과 원인을 밝히기 위해 기술적 연구를 수행해왔다. 건강과 관련하여 어찌할 수 없는 개인차와 통제할 수 없는 

부당한 사회적 상황 하에서의 취약한 건강상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증거가 

엇갈리기도 하고 대립되기도 한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측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사회적 요인과 건강을 측정하는 방법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경향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다. 측정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지만, 여러 사회조건에 대한 

지표를 보면 건강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측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Leon & Walt, 2001).

건강불평등에 대한 다른 설명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선택”하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함으로써 건강불평등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이 설명이 진실이라면 

불평등이 건강불평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우려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사회는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을 사회적 불이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게다가 생활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선택의 범위가 제한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실과 개인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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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점의 차이가 우리사회에서 불평등이 불공평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증진에 대한 

담론은 더 큰 담론의 한부분이며 정치 분야에서도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건강불평등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보건 서비스와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사회의 여러 물질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불공평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상호 간에 유지해야 하는 대인 관계의 종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로 건강이 취약해졌을 때 정치철학과 실용정치 영역이 개입한다는 점이다. 이 

반복되는 주제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는 사실적인 것으로 건강형평성을 위해 여러 수준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증거가 많다(Benzeval et al., 1995; Black & Mittelmark, 1999). 화이트헤드(Whitehead)는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나은 건강상태를 누리도록 하는 데 있어 지역에서 국가까지 모든 수준에서의  

정치적 개입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발견했다(Benzeval et al., 1995). 또한, 지역사회 개발과 재생 접근이 다양한 

지역사회 세팅에서 건강형평성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Black & Mittelmark, 1999).  

WHO는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해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분야에서도 

건강결정요인과 건강형평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증진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WHO,  

1998c).

 건강증진의 발전 

현대의 건강증진 운동은 1970년대 중반, 캐나다 정부가 A New Perspective on the Health of Canadians 이라고 

명명한 새로운 관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근본 메시지는 캐나다 국민의 건강 문제를 의료 서비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생활 방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건강증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캐나다는 건강에 대한 혁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건강증진이 출현한 데에는 이 외에도 다른 중요한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한 생활방식에 대한 관심과 환경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적 

요소는 개인이 통제하지 못하므로 사회의 집단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되어 초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1978년에 소련의 알마타에서 개최된 국제일차 보건의료회의였다. 알마타 선언에서는 건강이 인권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으며, 건강증진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 분야의 역할을 조명하고 건강불평등이 정치적·사회적·

경제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천명했다(WHO, 1978). 이는 약 10년 후, 오타와 헌장에서 재강조되어 

건강증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모델을 선보이는 밑거름이 되었다(WHO, 1986). 오타와 헌장은 건강증진 

운동의 “기폭제”가 된 WHO의 첫 번째 회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단락에서 설명할 것이다. Box 2.1에서는 

오타와 헌장의 5가지 행동 전략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 청사진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전인적인 접근에는 다른 영향력도 작용했다. 많은 비영리조직이 1990년대 초반부터 공중 보건을 위한 

도구로 보건교육을 개발하였으며, 건강형평성을 주요 목표로 삼아 보건교육과 정책적 개입이 균형을 이루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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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모델로 통합한 것이다. 이러한 조직 중 주요기관인 국제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연맹(IUHPE The International 

Union for Health Promotion and Education)은 다른 여러 정부기관, NGO 그리고 WHO와 함께 공중 보건 

개선을 위해 국제적 건강증진 활동을 수행하였다.1

 건강증진의 실천 

건강증진은 보건 프로젝트로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기 때문에 건강증진에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 건강증진을 새롭고 급진적인 공중 보건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시각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건강증진을 너무 

극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건강증진 실무자들은 정책과 프로그램 기획, 실천, 평가와 같은 실무적인 일로 

매일 바쁘다. 실무자들은 증거에 기반 한 과학적인 방법과 접근을 통해 형평성, 효과성, 개선을 강조한다. 

실무자들은 대부분 안전, 식량과 물, 유아 돌봄, 약물사용, 운동, 정신건강, 지역사회 개발 등을 중요한 미션으로 

삼고 있는 기관에서 일한다. 모든 영역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건강증진 활동은 

1    여기의 간략한 역사적 개괄에서는 건강증진 발전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관심 있는 독자는 건강증진의 역사에 대한 다른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 Baum, 1998; Bracht, 1999; Dines & Cribb, 1993; Downie et al., 1996; Katz & Peberdy, 1997; 

Kelly, 1988; Raeburn & Rootman, 1998; Tones & Tilford, 2001.

Box 2.1  오타와 헌장에 나타난 건강증진 행동 전략

■ 건강관련 공공정책 수립

건강증진은 보건의료 서비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건강증진 개념에서는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건강증진을 의

제로 삼아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국민건강과 관련된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 지지적인 환경 조성 

사람과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도 사회생태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급변하는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증진 전략으

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보존하는 것도 다루어야 한다. 

■ 지역사회 활동 강화

건강증진은 건강증진을 우선순위로 하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의사결정, 전략수립, 실행을 통

해 달성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주인의식, 자신의 노력과 운명에 대한 통제력이 중요하다. 

■ 개인의 기술 개발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생활 기술을 향상시켜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돕는다. 이를 통해 사람들

이 자신의 건강과 환경을 더 많이 통제하며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선택하는 기회를 늘인다.

■ 보건 서비스 방향의 재설정

개인, 지역사회의 단체, 보건 전문가, 보건 서비스 기관과 정부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서비스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함께 해야 한다. 

출처: WHO,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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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련 주제를 초월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어떻게 사람들과 효과적인 전문 실천 모델을 활용 

할지에 대한 근본 철학과 관련된 것이다.

건강증진 실무자들이 추구하는 두 가지 모델은 톤즈와 틸퍼드(2001)의 ‘건강증진의 역량강화 모델’과 레이번과 

루트맨(Raeburn & Rootman, 1998)의 ‘인간중심의 건강증진모델’이다. 두 모델 모두 임파워먼트를 주된 개념으로 

하고 있다. 임파워먼트는 첫째,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둘째, 변화과정에서 

시민들이 파트너로 함께 일하며 시니어 파트너가 가능한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지향한다. 건강증진 실무자들은 

환경과 과업을 현실화하려는 일차 목표와, 장래의 도전과 기회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역량과 통제력을 형성하려는 

이차목표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협력한다. 윤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의 효과성이 

향상되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반복적이고 복잡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다(Davies & 

Macdonald, 1998; Minkler, 1997). 정신건강증진 실무자들은 그린과 크루터(Green & Kreuter, 1999)가 직장, 

학교 등 지역사회 여러 세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PRECEDE–PROCEED model’과 같은 실천 모델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모델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Baum, 1998; Dines & Cribb, 1993; Katz & 

Peberdy, 1997; Kemm & Close, 1995; Naidoo & Wills, 2000).

실제로 건강증진 실천 모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욕구, 자원, 

우선순위, 역사와 구조를 신중하게 연구하기 전에 먼저 행동이 선행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일을 한다”는 

것보다 “함께 한다”라는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둘째, 계획대로 행동하고 그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여 실천한 후 

변화를 모니터링 한다. 실천 모델에서는 상황이 변하면 그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시키는 계획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실천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실천과 변화과정, 그리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 실천 방법을 전파할 때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장 좋은 실천 방법을 

보급한다. 

 건강증진의 정책 

공중 보건 전문가와 건강증진 전문가들은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있어 최선의 증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과학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증주의 과학에서 지나치게 추상적 이상을 추구하고 

지식에 대한 이성적, 비판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실제 현실과는 잘 맞지 않는다. 과학과 공중 보건, 그리고 

건강증진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이지만, 모두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추구할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는지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 된다. 특히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간 

논쟁은 정신건강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되어 있다.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의 권리를 

제한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권리를, 어느 정도의 위험일 때, 누구를 위해, 몇 명을 위해,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이 명백해야 한다. 개인주의자들은 다수를 위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높아야 한다고 하며, 

집단주의자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주의자들은 시민들이 “받아들이거나 그만둘지 선택”하도록 

교육하는 개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집단주의자들은 정책적, 환경적으로 개입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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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입장만을 취하는 건강증진 전문가는 드물며, 특정 장소·시기·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건강에 위기가 발생하면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이나 규제책 혹은 규제를 위한 

위원회를 두어도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과학적 증거로는 충분한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건강증진 실무자들은 사회적 변화를 위해 개인주의적, 집단주의적 

개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시너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 방법의 개입을 동시에 지지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톤즈와 틸퍼드는 이러한 사실을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했다. 

      건강증진 = 건강 교육×건강관련 보건 정책

 성공적인 건강증진 

이어지는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정신건강증진의 효과에 대한 증거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건강증진은 무결점 

상태인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저분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동이다. 그러므로 통제된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으로는 결코 건강증진으로 인한 효과의 증거를 보여줄 수 없다. 다만 여러 이론의 

지지를 받는 다각화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효과성에 대해 합의한다면 많은 연구로 여러 장소에서 얻은 다양한 

증거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신중의 원칙”으로 모든 증거가 약점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행동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동을 권고 할 수 있는 정도로는 기존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확신할 수 있다.

물론, 권장되는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 중 일부만 “사실”에 근거하여 전문가의 권고와 전반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신건강증진 전문가들은 증거가 명백하다면 정책 입안자들이 정치적으로 의미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배워 왔다(Mittelmark, in press). 그래서 최근 수년 간 건강증진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증거를 정책 입안자에게 

제시하기 위해 학교와 직장에서의 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심장건강 등의 다양한 

증거를 구축하였으며(IUHPE, 1999), 이는 담배 규제와 심장 건강증진이라는 두 영역에서 성공을 이루는 결과로 

이어졌다.

담배 규제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은 지난 50여 년 전부터 알려져 왔다. 오늘날에는 건강에 위험하다고 알려진 것이 

매우 많은데 그중 담배는 국제 공중 보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중에도 공중 보건에 많은 

위해를 주는 흡연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최근 연간 약 490만 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추산되며, 이 수치는 향후 20년 내 1000만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견된다(WHO, 

2002b).

담배는 중독성이 강하고 어디서나 쉽게 판매되지만 통제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담배 규제 전략이 개발되고 있다. 

전 세계, 특히 담배 업계에서 매력을 느끼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흡연 규제 캠페인을 

확산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담배를 성공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주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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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하도록 하며(주로 성인 대상), 담배 연기를 간접적으로 흡연하지 않도록(특히 실내에서) 하는 목표를 갖는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는 활동은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 중심의 개입방법이 성공적이었다(RCP, 1992). 흡연하자는 요구를 거절하는 기술을 훈련하는 방법이  

주효했다.

담배를 끊는 방법은 니코틴뿐 아니라 사회적, 행동적 의존을 끊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약물학과 행동에 

대한 개입 그리고 이 둘이 결합된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USDHHS, 2000). 동시에 공중 보건에서 비용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는 환자를 대상으로 담배에 대해 교육하거나, “Quit & Win”과 같은 혁신적인 

보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강도와 밀도가 조금 낮은 개입도 이루어졌다(Korhonen et al., 1996). 

개인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 모두가 효과적이었지만, 담배 규제가 성공하려면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de Beyer and Brigden, 2003; USDHHS, 2000; WHO, 1998a). 특히 국경을 넘어 국제적 차원의 

담배 규제에 대해서는 2003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승인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잘 나타나 있다(WHO, 

2003). 이 조약은 국가가 담배 규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오타와 헌장의 정신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심장건강 

심혈관질환(CVD)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역학연구 결과를 보면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 고혈압과 흡연 등이 심혈관질환과 인과관계를 갖는 위험요소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저하와 

같은 요인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이 식단의 영향을 받으므로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하고자 하였고 전인구에게 건강한 생활방식을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공중 보건에서는 

6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접근했는데(Rose, 1992), 미텔마르크(Mittelmark, 1999a)는 이 6가지 전략을 box 2.2와 

같이 요약하였다.

단순히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 얻는 이득이 있지만,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전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접근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다수의 심혈관질환자들은 중등도의 위험집단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인구의 위험요인을 더 낮추어야 하며(Kottke, Puska & Salonen, 1985; Rose, 

1981), 이는 일상의 생활방식을 바꾸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심장질환 비율이 유난히 높은(Puska 

et al., 1995) 핀란드 동부 North Karelia 지역에서 실시되었다(box 2.3 참조). 얼마 후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 

그리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Carleton et al., 1995; Fortmann et al., 1995; Luepker 

et al., 1994). 해당 지역에는 위험을 높이는 행동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앞에서 설명한 

건강증진 원칙을 따르는 광범위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푸스카(Puska, 2002)는 North Karelia 그리고 심혈관질환과 관련된 다른 여러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을 검토하여 

심장건강증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제언을 하였는데, 이는 box 2.4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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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2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 보건: 로즈(Rose)의 6가지 원칙

■ 질병의 위험요인과 건강문제가 사람들에게 차등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 만성질환의 위험군과 비위험군을 구별할 때 분명하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위험요인 기준점이 없는 경우도 있다.

■ 만성질환은 고위험군보다 중등도 위험군에서 많이 발생한다.

■ 고위험군(임상적으로 인정된)에만 개입하면 전인구의 위험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 중등도 위험군의 위험을 줄이는 것은 전인구의 위험요인에 개입하는 것이다.

■   따라서 전인구를 대상으로 개입해야 한다. 즉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의 평균수준을 낮추는 개입을 하고, 소수의 고위험군에게 집

중적으로 개입하는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출처: Mittelmark, 1999a

Box 2.3  핀란드, North Karelia에서의 심장 건강증진

건강증진이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는 핀란드의 North Karelia 지역에서 25년 간 실행한 프로젝트에 잘 나타난다. 이 프로

젝트를 통해서 흡연이 크게 감소되었고 남성들의 식습관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1992년과 1997년 사이에 식이요법으로 혈중콜레스테롤

의 평균이 17% 감소하였다. 혈압이 조절되었고 여가 시간과 신체 활동이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흡연이 다소 증가했지만 식습관, 

콜레스테롤과 혈압은 남성과 유사한 변화가 있었다. 1995년 중년 남성(65세 이하)의 관상동맥성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프로그램 시

행 전 해(1967~1971)와 비교해서 73% 감소했다. 최근 몇 해 동안 North Karelia 지역의 심장질환 사망률은 연간 약 8% 감소하였으며, 

1980년대부터는 핀란드 전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1995년에 핀란드의 남성 중 연간 심장질환 사망률은 65% 감소하였

다. North Karelia 지역의 폐암 사망률은 70% 이상 감소하였고 전체 핀란드에서는 약 60% 정도 감소하였다. 

출처: Puska et al., 1995; Puska et al., 1998

 저소득 국가에서의 건강증진 

건강증진의 성공사례는 고소득 국가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사실 건강증진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WHO의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최상의 건강증진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 보건당국은 현대의 공중 보건이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정책, 계획, 행동을 통해 기본적인 

건강요인을 다루어야 하며, 건강도시 프로젝트가 이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인의 건강은 생활조건과 근무 환경, 물리적, 사회 경제적 환경의 질,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따라 결정된다.

건강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이며, 법에 명시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대부분의 영역은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 정부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주거, 사회복지사업, 공중 보건 등을 직접 책임지고 있고 

지역조직과 기관을 대표하기 때문에 건강증진을 지속하는 독보적 위치에 있다. 건강불평등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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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4  심장 건강증진을 위한 제언

■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예방을 위한 원칙에 따라 기획, 실행, 평가에 주의해야 한다. 

■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서 개입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학적/역학적 틀을 고려하고, 개입 프로그램을 고안

할 때는 관련 행동이론과 사회이론을 고려해야 한다. 

■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지역사회 진단),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

의 필수요소이다.

■   지역사회 개입 프로그램에서 대중매체 매시지를 잘 기획하여, 이를 1차 의료, 자원봉사 기관, 식품산업체, 수퍼마켓, 직장, 학교, 지

역방송사 등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활동과 연결해야 한다. 

■ 공식적인 지역사회 의사결정입안자와 비공식적인 지역사회 지도자 모두 지역사회 개입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 지역사회 개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이론적 체계를 토대로 헌신하며 끈기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

■ 지역사회 개입 프로그램에서의 강조점과 강점은 건강한 생활방식을 위해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   지역사회 개입 프로그램은 대부분 그 지역사회에 유용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평

가하고 그 결과를 다른 지역에 전파해야 한다. 

■ 국가적 차원에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국가의 보건정책 기획자들과 밀접하게 접촉해야 한다. 

출처: Puska, 2002

빈민문제, 취약한 집단의 욕구, 불건강의 근원인 사회 경제적 환경을 다루기 위해 현대 공중 보건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WHO, 2004).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서 태평양과 미주 여러 지역에서는 건강도시 모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다.

멕시코에서는 환경과 기본 위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삶의 질과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했으며, 마약 중독 예방 활동도 실행하였다. 또한 여러 종류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도 수립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아동, 청소년과 어머니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NGO 단체, 학교, 정부와 교육 기관, 

적십자사 등과 협력하였다. 이들은 영양실조를 줄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며, 지역에서 공동으로 

채소밭을 일구고 방송망을 구축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칠레의 지방정부 중 60%는 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시장들은 건강증진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메이카에서는 건강을 위한 활동에 종교단체를 참여시켜 교회를 통한 보건 서비스를 확대하였다(PAHO, 

2004).

이러한 예는 국제적으로 건강증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최근에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도하 

선언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공중 보건을 천명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http://www.

wto.org). 이 협정에서 WTO는 회원국의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권리를 지지하면서 협정을 이해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최근 무역협정에 건강보호를 포함하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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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았다.

 건강증진의 효과에 대한 증거의 성격 

앞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건강증진의 효과를 보여주는 증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에서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복잡하지만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효과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1998년 세계보건총회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강증진에 있어 증거 기반의 개입방법을 채택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건강증진의 효과를 보여주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유력한가와 연구결과가 실천과 정책에 미치는 함의가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증거가 유력한가는 지표의 타당성, 개입의 효과성, 그리고 개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최소화하였는지의 영향을 받는다. 탕, 에샤니, 맥퀸(Tang, Ehsani & McQueen, 2003)은 반증 가능성, 예측성, 

반복성이라는 과학적 탐구의 세 가지 요소로 증거가 유력한지를 확인하도록 제언한다. 그 결과 4가지 유형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 A유형: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보편적으로 반복된다.

■ B유형: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제한적으로 반복된다.

■ C유형: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없다. 보편적으로 반복된다.

■ D유형: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없다. 제한적으로 반복된다.

A 유형의 증거가 가장 신뢰할 만하지만 여러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환경 하에서 

이루어지는 건강증진 활동에 대해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게다가 건강증진 활동에서는 행동과 

정책변화 둘 다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개인, 기관, 그리고 정치적 과정에서의 행동에 초점을 둔다면 A 유형의 

증거를 산출하기에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실천가의 역량이 개입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건강증진 영역에서는 B 유형의 증거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이것이 실천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건강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을 미리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실천과 평가를 결합할 필요가 있다. WHO의 

유럽건강증진 실무그룹에서는 이를 위해 건강정책평가를 위한 7가지 권장 사항을 발표했다.

건강증진 영역에서 증거의 성격도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증진 개입은 복잡해서 전통적인 양적 연구방법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복합한 개입의 “분석과 원리”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질적인 방법을 활용하면 한 세팅에서 다른 세팅으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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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5  건강증진 평가: 정책 입안자를 권고사항

■ 건강증진계획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라.

■ 건강증진 계획을 위한 재원 중 최소 10%를 평가에 배정하도록 요구하라.

■ 건강증진을 평가할 때 과정과 성과 관련 정보 모두를 살펴보라.

■ 건강증진을 평가할 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라.

■ 건강증진을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하라.

■ 건강증진 평가에 대한 전문지식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라. 

■ 컨퍼런스, 워크샵, 네트워크 등 여러 방법으로 건강증진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기회를 만들고 지원하라. 

출처: WHO European Working Group on Health Promotion Evaluation, 1998

 획기적인 자금조달 전략 

건강증진은 공중 보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병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알다시피 국가의 보건예산은 필연적으로 돌봄과 치료를 

위해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는 건강증진이 비용 효과적이더라도 건강증진과 우선적인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자원이 필요하다. 건강증진 위해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획기적인 자금 조달방법이 시급하다. 

한 가지 해결방법은 건강증진재단을 지원하기 위해 목적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제건강증진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발전시키는 것도 건강증진을 위한 자원동원의 혁신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네트워크의 창립 

멤버는 독일의 Fonds Gesundes Österreich, 스위스의 Health Promotion Switzerland, 헝가리의 Healthway, 

Hungarian 21 Foundation, 호주의 ThaiHealth and VicHealth of Australia, 그리고 한국의 건강증진기금이다. 각 

재단은 의료분야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건강증진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와 혁신을 모색하려는 사명을 갖고 있다. 

이 재단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교육, 스포츠, 예술, 환경과 상업 분야에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재단의 운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담배세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2003년 5월에 개최된 제56회 세계보건총회 

에서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채택하여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자금을 혁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즉, 담배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건강증진 기금을 마련하고 담배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재확인하였다. 담배세 인상으로 정부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사례는 없다. 따라서 정부가 담배세를 인상할 여지는 

충분하다. 또 건강증진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여 전인구와 사회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건강증진재단을 설립하는 것 이외에도 공적 사회보험 프로그램과 민간 건강보험에서 참여하여 건강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보험과 건강증진은 동일한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양자 모두 보호, 평등 그리고 연대를 위해 

노력한다. 지난 수년에 걸쳐 건강과 사회, 경제 발전은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치료와 돌봄을 위한 

비용이 증대되고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예방과 발전을 위한 비용은 더 줄어들고 있다. 최근 

수 년 동안 민간 건강보험에서는 회원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태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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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나 조깅클럽 등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면 할인해 주는 등, 건강 활동을 하는 회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스스로 아프다고 느낄 때 바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 회원이나 비흡연 회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같은 혁신적인 사례는 국가나 지역정부의 예산으로만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해 왔던 전통적인 모형보다도 

자금조달이 더 용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건강증진에 있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영역이며 건강증진을 위한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결론 

단순히 공식적인 보건 서비스를 개선하고 증대시키는 것만으로 현재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보건과 사회부분에서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광범위하게 실천되어야만 실제로 발전될 수 있다. 개인, 가족, 교육기관, 정부, 

기업 그리고 법을 포함한 모든 사회 영역에서 건강증진 활동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건강증진이 여러 수준에서 이루어져야하는 이유이다. 정부와 기업은 건강을 지원하는 정책과 

실천방법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국제적 수준의 다양한 기관에서는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개인은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며 보건 서비스는 

건강증진을 우선 사업으로 삼아야 한다. 

건강증진의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급류에 휩쓸려 하류로 떠내려가서 거의 익사할 상황에서 소리 

높여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들어 설명하곤 한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강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하고 때로는 스스로 헤엄쳐 나올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할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이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에의 공평한 접근을 확보하고 건강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제공하며 스스로의 건강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등 건강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건강증진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주요 내용은 box 2.6에 요약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는 적극적 정신건강증진과 관련된 개념, 새로운 증거, 실천과 정책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Box 2.6  정신건강을 위한 건강증진에서의 교훈

■ 개인적이고 구조적인 전략을 옹호와 결합하라. 

■ 보건 분야뿐 아니라 여러 공공 분야 및 민간 분야와도 협력하라.

■ 예방과 치료뿐 아니라 적극적 정신건강도 강조하라. 

■ 전문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 평가를 시행하라.

■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도우라. 

■ 전문가 주도의 접근 방법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라.

■ 개인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접근 방식을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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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지금까지 ‘정신건강’이라는 용어는 주로 선진국에서만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지난 30여 년간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면서 “정신건강”이라는 용어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다. 정신건강은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감정, 자아존중감과 통제감이라는 심리적 자원을 포함하는 성격적 특성, 그리고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을 

뜻하는 회복탄력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처럼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모델을 통해 적극적 

정신건강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1, 2장에서 논의했듯이, WHO는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벽히 갖추어진 상태라고 정의한다. 

야호다(Johoda, 1958)는 정신건강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정신건강은 한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자아실현”을 포함한다. 둘째, 정신건강은 개인과 환경에 대한 “통합감”을 

포함한다. 셋째, 적극적 정신건강은 한 개인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맞서며 해결해 나가는 능력인 “자율성”

을 의미한다. 한편 문화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머피(Murphy)와 동료학자들(1978)은 이와 같은 주장이 개인주의를 

옹호하는 북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하는 문화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머피(Murphy)는 열망이 크면 오히려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몬트리올

(Montreal) 교외의 부유한 지역에 사는 여성들은 도시 한 가운데의 궁핍한 지역에 사는 여성들보다 부정적인 증상이 

더 많았다. 그 이유는 도심지역에 사는 빈곤한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반면, 

교외에 거주하는 부유한 여성들은 이룰 수 없는 과도한 열망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정신건강의 정의는 

그것을 정의하는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소나 문화, 사회 경제적,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 장에서는 적극적 정신건강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역사와 함께 이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신건강의 개념

긍정적인 감정

1960년대 게랭(Gurin)과 브래드번(Bradburn)은 심리적 안녕이 각각 독립적 차원의 두 가지 감정인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보았다. 브래드번은 긍정적인 감정이 우세하면 높은 수준의 심리적인 

안녕감을 경험하는 반면 부정적인 감정은 낮은 수준의 안녕감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Bradburn, 1969).

브래드번은 심리적 안녕감의 긍정적, 부정적인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브래드번 척도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Alameda County Study와 Canadian Health Survey 등 다양한 건강 관련 조사에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 척도에 대한 의문점도 다수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몇 몇 항목은 특정 상황과 너무 깊이 연관되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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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베이저(Beiser, 1974)는 브래드번의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즐거운 참여”라고 재명명했다. 반면, 맥도웰과 프라우트(McDowell & Praught, 1982)는 

브래드번이 안녕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지금까지 긍정적인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 측정 도구가 개발되고 사용되어왔다. 그중 하나는 Dupuy for the 

USA National Center for Health and Statistics에서 만들어, Canadian Health Survey나 Quebec Health Survey와 

같은 주요 연구에서 사용한 General Well-being Scale(GWBS)이다. 퀘벡주에서 실시한 건강 조사에서는 연령과는 

무관하게 75%의 성인이 GWBS의 점수가 높음이나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여성의 경우는 70%인 

반면, 남성의 78%가 높거나 매우 높음으로 나타남)과 결혼여부(기혼자가 이혼, 사별, 미혼인 사람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소득, 인생의 사건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978년 캐나다 

인구 총 조사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였다.

성격적인 특성

자아존중감이나 통제력, 통합감과 같은 심리적 자원은 성격적인 특성에 속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척도가 

개발되었다. 긍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성향도 이러한 영역에 속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도 다양하다. 다음은 

정신건강을 성격적인 특성으로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에 대한 설명이다.

안토노브스키: 건강생성론

안토노브스키(1979)는 스트레스와 위험 요인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와 “건강생성” 요인에 초점을 둔  

“건강생성론(salutogenic)”을 제안하였다. 그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다루고 이해하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통합감(sense of coherence)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라고 가정하였다. 안토노브스키는 사람이 일상의 

변화나 스트레스로부터 살아남아야하기 때문에(즉, 스트레스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므로), 스트레스로 

인해 항상 건강이 나빠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일 수 있으며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성공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 사람의 특징이나 

그렇게 대처할 수 있었던 조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중시한다.

4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안토노브스키는 통합감이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지지, 높은 사회적 지위, 

문화적 안정성과 같은 “완충”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완충요인은 통합감을 

함양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기에는 통합감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몇몇 극적인 경험으로 인해 변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통합감을 성격의 특징과 

구분해서 기질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성격의 특징이 행동적 경향을 결정하는 반면, 통합감은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으로 발휘된다고 주장하였다. 통합감이 높은 사람은 당면한 스트레스 

요인에 더 적절한 대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안토노브스키는 통합감이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반면, 지배력, 인내력, 통제력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더 높이 평가되기 때문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배력, 인내력, 통제력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반응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여겼다. 이는 주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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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상황을 선호하는 사회에서는 이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1994년에서 1995년에 걸쳐 진행된 캐나다의 인구총조사는 격년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통합감을 긍정적 정신건강 측정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연구에서 1차주기 동안 통합감 지수가 낮았던 

사람들은 2차주기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우울증삽화를 경험할 확률이 두 배 더 높았다. 정서적 지지의 감소와 낮은 

통합감은 우울증과 관련된 지표로, 이러한 특징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의 위험성이 2배 높게 나타났다(Swain, Catlin 

Beaudet, 1999).

낙관주의/비관주의

1985년, 샤이어(Scheier)와 카버(Carver)는 인생에서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을 

낙관주의/비관주의라고 명명하였다. 그들은 행동과 결과에 대한 기대감 연구에서 기대감이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으며, 이것이 성격의 근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했다. 이들은 낙관/비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Life Orientation Test(LOT)를 개발했다. 이 도구는 건강과 연관된 기대를 비롯하여 낙관적인 기대의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에서 다수 활용되었다. 비록 이러한 연구 중 일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낙관주의가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낙관주의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하기 때문에 심리적, 신체적 상태에 있어서 유익이 있다는 것이다. 카버, 샤이어, 바인트라웁(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낙관적인 사람들이 비관적인 사람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덜 회피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적극적 건강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레이튼(Leighton)과 머피(Murphy)

레이튼과 머피(1987)는 인구총조사 결과, 정신과적 증상이 없는 사람의 성격 유형과 대처 전략에 따라 이들을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양배추형”: 열망과 성취감이 낮은 사람

■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의 사람형”: 극도로 행복하거나 불행한 감정의 기복이 있는 사람

■   “소라게형”: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 혹은 직업에서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보호막을 만드는 사람.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그 보호막이 무너질 경우 심하게 좌절함.

이와 같은 분류를 볼 때, 정신질환의 증상이 없는 사람도 건강하지 못한 대처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정신장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복탄력성

루터(Rutter)의 정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신쇠약 등의 건강문제를 이겨내고 역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학자들은 이 현상을 다양한 이론을 근거로 연구하고 관찰하였다. 

루터(1985, p. 598)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역경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는 아이들이 과반 수 이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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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페이켈(Paykel) 역시 삶의 사건에 대한 분석연구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극복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in Rutter, 1985). 세데르블라드

(Cederblad)와 동료학자들(1995)은 정신장애 발현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추적연구하였는데, 정신장애 발현의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정신과적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에 어떤 아이들은 “불사신처럼 어떠한 역경에도 취약해지지 않는다.”고 묘사되곤 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기질적으로 강인해서 스트레스나 역경에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했다. 루터는 이러한 개념이 세 가지 

관점에서 잘못되었다고 반박하였다. 첫째,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둘째, 

이러한 저항은 기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과도 관련되어 있다. 셋째, 저항의 정도는 고정된 속성이 

아니다. 그는 “불사신처럼 취약해지지 않는다.”라는 절대적인 개념 대신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주장하였다. 

회복탄력성이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역경에 대처하고 정신적으로 쇠약하게 하거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된다. 인간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발견 되고있다.

보호요인과 인지의 역할 

보호요인은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환경적인 위험요소를 조절, 개선하며 교정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루터는 보호요인이 항상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동물은 생애초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더 향상된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단련 

효과”는 스카이다이버의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이러한 보호요인은 스트레스 요인이 없을 때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며, 경험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특성으로 볼 수도 있다(예,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역경에 취약하다). 또한 

보호요인이 항상 유쾌하고 바람직한 특성인 것만은 아니다.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고 인간관계의 깊이가 얕거나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Rutter, 1985).

상호작용도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 

위험요인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혼 등으로 아버지가 없을 때,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하는 초기에 아이가 

경험하는 어머니의 부재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족 관계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거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했을 때, 자녀가 부모의 부재를 일찍 경험한다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돌봄이 결핍되면 다른 사건도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 사건이 중첩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가족 간에 분쟁이 있다면, 가족 간의 불화가 자녀의 정서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배우자와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은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순한 기질을 가진 자녀나 장애가 없는 부모가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도 보호요인일 수 있다. 조현병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그 스트레스가 

보람으로 이어진다면, 자녀의 건강이 유지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화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타인을 

도와줌으로써 의욕이 높아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습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학대를 받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사회적 역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이 자녀의 비행활동을 예방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종단연구 결과 부모/자녀의 관계와 친척, 조부모와 관계가 좋아도 이러한 결과를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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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회복탄력성은 좋은 성품, 긍정적인 자기개념, 어린 동생에 대한 책임감과 관련되어 있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받아들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 강인한 성향을 갖게 된다(Elder 1974, 1979, in Rutter, 

1985).

삶의 상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인지의 틀과 관련된 이슈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인지의 틀(자존감, 

자기효능감)은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어떤 대처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대처과정 자체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대처과정이 없다면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무력감으로 인해 역경에 

이은 또 다른 역경이 생길 수도 있다. 종단연구에 의하면 인지의 틀은 성격적 특성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한다. 회복탄력성은 뚜렷한 목적을 위한 행동이며 선택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이라고 특징지어 진다. 여기에는 자아존중감, 자신감, 자기효능감, 변화에의 적응력, 그리고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 모두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인지의 틀을 발전시키는 두 가지 요소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관계, 그리고 

성공의 경험이다. 이 두 가지를 일반화할 필요는 없지만 인생의 어떤 국면에서든지 이 두 가지를 경험해야만 한다.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될 때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도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예방증진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분석적 접근 

파하르도(Fajardo, 1991)는 정신분석학자들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의아해하거나 놀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어떤 환자들은 치료를 잘 받는 데도 불구하고 변하거나 더 나아지지 않았으며 어떤 환자들은 우연히 

좋아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역동적인 요인과 환자의 기질적인 무언가가 내부에서 

반응한다고 유추하였다. 그러나 파하르도는 대부분의 정신분석학자들이 이러한 기질에 대한 설명을 믿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주된 이유로는 정신분석에서 기질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고, 기질에 대한 설명은 현대 

정신분석에서 강조하는 것과 상충되고 이질적이기 때문이었다. 정신분석적으로 기질을 설명하는 원형은 프로이트

(Freud, 1916)가 욕동의 개인차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두 번째 설명 역시 프로이드에 의한 것인데(「토템과 터부」와 

「문명속의 불만」), 기질이 개인마다 다른 보편적 무의식의 내용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 견해는 후에 융(Jung)과 

클라인(Klein)에 의해 확장되었다. 안나 프로이트(Anna Freud)와 하트만(Hartmann) 등의 자아심리학자들은 

기질적인 영향으로 생물학적 발달이 이루어지며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이 개발된다고 보았다.

일부 정신분석적 개념으로 회복탄력성이나 적응기제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이론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대처는 “방어기제의 적응적 적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무의식의 방어기제가 대처라는 

방식으로 의식화된다고 보는 것이다(Rutter, 1985). 정신분석에서는 좋거나 나쁜 적응기제는 없다고 보며 다만 

단기적 혹은 장기적 적응기제로 구분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주제에 부합하는 경험을 진정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적극적 정신건강이 내면의 에너지를 감정적, 지적, 성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간주한다. 회복탄력성의 질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다루는 방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즉,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 요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의미하며, 이러한 모든 것은 생애 초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경험, 그리고 성인기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어떠한 것도 그 자체만으로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간접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생활 단계에서의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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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개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문화적 접근

루소 외(1998)는 소말리아 난민 중 고아를 대상으로 내적, 외적 자원의 균형이 회복탄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문화적 관점으로 연구하였다. 루소와 동료학자들은 회복탄력성이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보호성 및 취약성의 

과정과 매커니즘 간의 균형이라는 루터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이들은 또한 회복탄력성과 보호요인이 구축되는 

문화적 기반을 강조하였는데, 실제로 보호자가 없는 난민 아동은 전통적으로 정신건강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루소와 동료들은 민속지학 자료를 활용하여, 분리를 강조하는 유목문화와 혈족 및 또래 집단을 

통한 연속성의 확립이 소말리아 아동들의 보호요인임을 밝혀냈다.

이는 지배적인 문화의 규칙을 받아들였다면 손상될 수도 있었던 회복탄력성의 매커니즘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자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 세계의 정신건강증진을 검토할 때에는 

이러한 점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부정적 측면

울프(Wolff, 1995)는 주된 스트레스 요인에도 불구하고 핵심적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회복탄력성이 강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능력이 개발되지만 우울증, 불안, 

자기비판 성향 역시 나타난다는 루터의 연구를 인용하였다. 

울프는 일탈행동이나 교육문제가 내적 고통보다 더 불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외현화와 

내면화의 측면에서 회복탄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울프는 회복탄력성을 “어렵고 위협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과정과 능력, 그리고 결과”라고 정의한다.

또한 울프는 “마태효과(St Matthew effect)”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자원이 적은 아동들이 더 힘든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아동이 겪는 만성적인 역경과 스트레스 사건은 낮은 사회적 지위와 부적절한 육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울프는 거시적 차원의 원위 변수보다 미시적 차원의 근위 변수에 영향을 주는 개입을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즉, 원위변수인 국제고용이나 주택정책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보다, 근위변수인 가족과 자녀들이 그들의 환경에 스스로 대처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울프는 

아동기의 회복탄력성을 위해서 적절한 사회적 개입뿐 아니라 주택과 고용의 영향에 대한 정치적 인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펠드만(Felsman)과 베일런트(Vaillant)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추적 연구를 인용하여 

한 사람이 태어난 시대의 정치적, 사회 경제적 분위기가 그 사람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울프는 또한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취학전 교육과 더불어 여러 교육적 지원이 장기간에 걸쳐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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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질 

적극적 정신건강의 준거틀에 삶의 질을 추가해야 한다. 삶의 가치에 대한 논의에 “삶의 질”과 “사회적 안녕”의 

개념을 다루었던 전문가는 보건실무자가 아니라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사회과학자와 철학자들이었다(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Erickson, 1974; Katschnig, 1997). WHO는 1948년 건강의 정의를 통해 생리학적, 

해부학적, 화학적 차원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건강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했지만(WHO, 1948),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이나 전 국민의 건강을 측정하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출생, 사망, 기대수명, 생존기간 등 

전통적인 통계수치의 타당성에 대해 인권옹호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건강의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여겼다. 건강을 측정할 때 삶의 질을 활용한 것은 사회 경제적 복지의 지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인간의 자율성, 선택, 삶의 만족과 자아실현 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인식하게 되면서부터였다. 이에 

대해 엘킨톤(Elkinton)은 “의학은 이처럼 기이한 인간의 몸을 튜닝하듯 조율하여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베이컨(Bacon)의 말을 인용해서, “의사와 환자, 그리고 사회가 갈망하는 인간과 인간의 삶에서 조화롭다는 것-삶의 

질-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Elkinton, 1966).

삶의 질은 매우 광범위해서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영역보다, 건강과 직접 관련되고 보다 구체적인 

영역으로 건강을 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정의할 때에는 

주거, 소득, 자유나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문제를 배제하였다(Patrick & Erickson, 1993).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의 

개념은 일찍부터 의학 분야, 특히 종양학과 관절염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적용되었다. 그러나 정신의학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비병리적 측면(결함이나 장애, 사회적 기능과 만족)을 측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개념에 삶의 질을 활용한 시기는 꽤 늦은 편이다(Katschnig, 1983, 1997).

삶의 질 개념은 정신의학과 정신보건 분야에서 여러 가지 논쟁을 유발했다(Barry, Crosby & Bogg, 1993; Gill & 

Feinstein, 1994; Hunt, 1997). 이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내용과 전통적인 정신병리학의 여러 차원이 중복되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중복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정신의학적 평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주거나 사회적 지지, 자율성과 같이 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항을 

배제한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정신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었다(Oliver et al., 

1996). 또한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건강이나 불건강 상태를 파악해 왔기 때문에, 삶의 질을 

측정할 때 주관적으로 안녕감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마치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실제로 삶의 

질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는 객관적이지 않고 사회규범의 차원에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신의학의 

주관적인 삶의 질 평가방법을 신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Atkinson, Zibin & Chuang, 1997). Katschnig(1997)

은 “정신병리학적 오류” 때문에 삶의 질처럼 반직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신건강에서는 삶의 질 평가와 관련된 논쟁을 찾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자율성, 인권, 그리고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은 삶의 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삶의 질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 이십여 년 간 정신보건분야에서 이를 측정해 온 도구의 범위와 

수를 보면 알 수 있다(Lehman, 1996).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뿐 아니라, 전반적인 안녕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WHO는 삶의 질에 “자신이 살고 



CHAPTER 3.  적극적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 43

있는 문화와 가치 체계 내에서 개인의 인식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나 기대, 기준, 관심사”(WHOQOL 

Group, 1995)에 대해서도 반영하여, 지금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정신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과 환경적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또한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삶의 질이 질병의 증상이나 징후를 초월해서 대처능력, 회복탄력성, 자율성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효용성은 더 중요하게 인식된다.

정신위생운동

20세기 초에는 정신위생운동의 영향으로 정신건강증진이 국제적인 현안으로 상정되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사회복지, 간호, 

공중 보건 행정, 교육, 산업 및 정부의 실무에 정신건강의 원칙을 통합”(Beers, 1935, p. 327)하도록 규정하는 실질적인 활동이 실시되었

고 이는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선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이러한 운동이 많은 집단으로부터 충분

한 관심을 끌지 못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정신건강의 원리를 다른 관련 분야에 적용시키는 가치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

다. 지난 30여 년간 정신건강의 증진과 예방, 관련 분야에 대한 2000여 편의 연구물이 출간되었다(Hosman, 2000).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간에는 중복되고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개념적 원리와 구조에서 시작되었다. 정신

건강증진은 적극적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고 주로 자신감, 자원과 능력을 구축하는 반면, 정신질환 예방은 특정 질환에 중점을 두고 그러

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arry, 2001). 정신건강증진은 정신질환 예방에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발전이 증진되도록 기여하는 활동에 우선순위를 둔다(Orley & Birrell Weisen, 1998). 또한 넓은 범위에서 행

동과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도록 돕는다. 그 예로 금연을 통한 폐암 예방활동(Botvin, Eng & Williams, 1980; Errecart et al., 1991)이나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를 줄이고 십대 임신이나 AIDS를 예방(McLean 1994; Gold & Kelly, 1991)하는 것 등이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접근

역량강화 접근은 정신질환의 예방을 강조하기보다 인간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추구한다. 역량강화 접근으로 정신건강을 

긍정적으로 개념화하며, 강점, 능력, 효능감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다(Weissberg, Caplan & Harwood, 1991). 

역량모델(the competency model)은 생애발달적 접근(Cowen, 1991)과 사회적 권력이나 지지의 구조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심리학

(community psychology)의 생태적 관점을 토대로 하고 있다(Orford, 1992). 개인의 정신적 안녕이 향상되면 능력도 더 향상된다고 가

정한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여러 증거를 통해 개인적, 사회적 건강 영역에서 긍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Lazar et al., 1982; Price et al., 1988; Schweinhart & Weikar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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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적극적 정신건강은 여러 측면이 내포된 폭넓은 분야이다. 많은 이론, 개념과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수많은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적극적 정신건강과 관련된 공중 보건의 성과가 다수 있으며 공중 

보건과 관련된 거의 모든 측정에도 정신건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극적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개념, 그리고 삶의 질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여러 관점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특정 상황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접근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과 관련된 접근 방법이 발전되는 과정과 

적용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정신건강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디딤판이 된다. 이제 국제사회는 각국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증거를 평가하고 통합하도록 권장하며, 정책과 실천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적극적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정신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증거는 강력하다. 과학적인 

방법론이 점차 정교해지고 수준 높은 실험 연구가 진행되면서, 정신건강증진 관련 연구도 생의학이나 사회심리과학 

분야의 연구결과 만큼이나 신뢰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증진 활동이 효과적이라는 인식도 증대되고 있다. 어떤 

개입이 특정한 환경에서 효과적이라고 입증되었지만, 적극적 정신건강이 발전되는 매커니즘과 다른 문화권에 

어떻게 적용할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무엇보다도 역경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정치적 관심을 고무시키는 것과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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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정신건강과 안녕은 가정, 학교, 거리 그리고 직장에서의 모든 일상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직장인, 시민, 

정치인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신건강과 안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의 모든 영역이란, 건강이나 

사회복지 영역 이외에도 교육, 고용, 환경, 주거, 교통과 같은 분야를 포괄한다. 여러 사회 조직은 정신건강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정신건강과 사회통합, 그리고 생산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집단, 사회, 

조직, 직장이 잘 기능하면 건강하게 될 뿐 아니라 효과적이고 생산적이 된다. 그러나 정신건강을 증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신건강 그 자체가 본질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일반 대중이나 정치인, 심지어 전문가도 정신건강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우리 사회가 

여러 측면에서 정신건강을 평가절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은 종종 중증 정신장애와 혼돈되며 사회적 

낙인이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우리사회는 예방과 증진을 위한 공중 보건보다는 건강 문제에 

초점을 둔 약물치료에 더 관심이 많다. 정신건강은 사회적 자본 외에도 인간의 안녕·삶의 질·창조성에 

기여하지만, 항상 그 긍정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정신건강은 전반적인 건강이나 복지와 분리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은 개인의 특성이라고 

인식되지만, 가족이나 집단, 공동체, 심지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정신건강을 말할 수 있다. 광의의 측면에서 

정신건강은 인간과 환경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 표 4.1의 정신건강에 대한 “구조적” 모델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와 같이 정신건강의 결정요인은 개인적 요인과 경험,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 사회적 구조와 

자원, 그리고 문화적 가치(Lahtinen et al., 1999)라는 네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표에 있는 화살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신건강과 그 구성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므로 정신건강에 대해 “전체에 영향을 주는”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11장에서 자세히 언급할 

예정임).

영적·종교적 가치 또한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 종교나 영적 가치는 문화적 가치와 중복될 수도 있으나, 때로 

특정 문화의 가치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요인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적 가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의 예는 모든 인간은 기능적인 능력과 별개로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점이다.

정신건강은 다음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적극적 정신건강의 개념에서는 정신건강을 하나의 자원으로 본다. 이는 주관적인 안녕과 자신의 능력(환경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해석하는 한편, 그 환경에 순응하거나 필요하다면 변경 할 수도 있고, 타인과 소통하고 

성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건강한 사람은 삶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다. 

■   정신적 불건강의 개념은 정신장애나 증상, 문제에 관한 것이다. 정신장애는 주로 증상에 의해 분류되는 

진단으로 정의된다. 임상적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더라도 정신적 증상이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준 



48 • 정신건강증진

임상적인 상태는 단기적이나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신장애로 진단받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태 역시 개인이나 가족, 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다(Lavikainen et al., 2001).

이론적으로 정신건강증진의 목적은 적극적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 불건강을 

예방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정신건강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실천을 할 때에는 증진과 예방을 

위한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표 4.1 정신건강의 구조적 모델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 사회의 구조와 자원

문화적 가치개인적 요소

정신건강

 가치의 개념화와 측정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신건강은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질적인 가치는 사회, 문화 혹은 철학, 종교 등의 

다양한 특성에서 기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구별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그 문화와 환경의 영향 아래 

있으며 문화적 규범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일부 가치가 사회 규범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가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이다. 그러나 이렇게 기본적인 가치일지라도 지켜야 할 

조건이 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가치에 반하는 여러 다른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가치가 사회 전체에 중요하다면 법과 정부의 구조, 보건제도와 연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역학조사도 단순히 사망률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과 기능 상태를 살펴보고 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무엇이 가치 있는가라는 판단을 반영하는 것이다. 종교와 철학지도자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 안내하여 사람들이 단지 집단적 만족에 그치지 

않고 그 너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는 다양한 활동과 사례, 그리고 행정적·법적 구조를 면밀히 



CHAPTER 4.  정신건강의 본질적 가치 • 49

들여다보아 어떤 사회나 문화가 무엇을 가치로 삼는지 실용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본질적 가치는 각 개인에 따라 개별적인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질문으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을 더욱 살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등이 있다. 사회과학과 심리학은 이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척도를 활용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당신이 기꺼이 교환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의 시각에서 가치를 측정하며 때로는 설문지를 활용하거나 실험을 하기도 한다. 

WHO의 삶의 질 측정 도구(WHOQOL Group, 1998)는 범문화적으로 무엇이 삶을 더욱 살만하게 만드는 지에 

대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훌륭한 사정도구이다. 기존 건강분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삶의 질 측정 도구는 

단순히 신체적, 정신적 기능만을 측정하고 있는 반면, WHO의 삶의 질 측정도구는 정신적 안녕·사회복지·영적 

측면 등 다차원적으로 안녕을 측정한다. 우리는 다양한 측면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없는 경우의 이득,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다양한 영적 변수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건강관리와 예방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이다.

 개인의 역량과 경험으로서의 정신건강

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WHO에서는 정신건강을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고 있는 안녕한 상태” 라고 정의하였다(WHO, 2001). 

정신건강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는데, 때로는 중증이나 만성 정신질환과 연관되어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WHO(2001)와 유럽위원회(Lahtinen et al., 1999) 등 여러 국제기관의 활동과 

보고서의 영향으로 대중이나 정책결정권자 사이에서 정신건강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공중위생국에서도 1999년 정신건강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USDHHS, 1999), 정신건강은 이제 인간의 건강, 

안녕, 그리고 삶의 질의 핵심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정신건강을 다양한 능력이나 기술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자원으로 보는 견해가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견해는 

정신건강을 자연적이고 재생 가능한 자원과 비교(Lehtonen, 1978)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정신건강과 그 회복은 앞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에 영향을 주는 생애 주기의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정신건강은 좋은 환경 

속에서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이라는 자원은 회복을 위해 그 자연적 능력범위를 넘어서 이용될 수 있으며 

심지어 사회의 부적절한 조치로 파괴되기도 한다.

개인의 정신건강의 가치는 긍정적인 감정, 그리고 개인의 기술과 능력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정신건강의 

구성요소이면서 또한 정신건강의 결과이기도 하다(Korkeila, 2000). 초창기 연구에서는 대부분 삶의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 정신건강을 연구하였으며,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과 정신건강 문제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삶의 만족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기대나 외적 기준에 대한 개인의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적극적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일상의 경험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조사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정신적 

디스트레스를 검사하여 파악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심리적 안녕”, “주관적 안녕” 또는 “적극적 정신건강” 측정 

등 다양한 측정도구를 사용한다(McDowell & Newell, 1996; 3장 참조).

정신건강의 또 다른 측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갖는 통제감이다. 로텔(Rotter, 1966)

은 통제가 내재성과 외재성이라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 연속선상에서 개인의 위치를 평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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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위치(locus of control)”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내적 통제감)고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운”이나 “기회” 혹은 타인에 의해 일어났다(외적 통제감)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역경에 더 잘 대처하였다. 개인의 통제감과 관련 있는 다른 측면은 자기효능감인데, 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생리적 부담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학자는 같은 의미로 통제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안토노브스키(1979)가 개발한 통합감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왔다. 3장 박스 1에서 논의한 

안토노브스키의 건강생성론 모델은 증상이나 질환보다 건강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요소와 자원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다. 통합감의 세 가지 요소는 이해력(사건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 관리능력(환경에 대한 통제), 

의미부여(사건이나 인생에서의 가치나 중요성을 찾는 능력)이다. 통합감이 높은 사람은 다양한 잠재적인 자원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통합감이 낮은 사람은 정신적 불건강이나 자살 행동, 신체화 증상을 반복적으로 보일 

수 있다. 

긍정적 정신건강의 다른 특성으로 회복탄력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인생에 난관이 있더라도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저항력을 의미한다(Rutter 1985; 3장 참조). 회복탄력성은 인내력이나 대처능력과 비슷한 개념이다. 

회복탄력성은 보호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보호요인은 회복탄력적 과정이 일어나게 하는 특별한 역량을 뜻한다. 

역량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기술과 능력(예: 문제 해결 능력)이다. 역량의 주된 기능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인데, 역량에는 기질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가 포함되며 시대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은 불건강과 정신적 불건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정신건강과 사회적 상호작용 

적극적 정신건강의 또 다른 측면은 상호 만족스럽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사회적 관계와 관계망은 

정신적 불건강 상태가 시작되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정신질환의 회복을 돕는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인간 발달의 필수 조건이며 사회적 상호작용 없이는 영아의 발달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없다. 이는 인간과의 접촉 없이 방치된 소위 늑대 소년에 대한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어떤 학자들은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단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스트레스가 

되는 역경을 막는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다수 사람들의 발달 과정에서 어린 시절의 ‘가정’은 매우 중요한 환경이며 가족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이다. 가족학 연구자들은 가족항상성(Jackson, 1957)이라는 개념으로 가족 구성원 간에 역동적 평형상태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욕구, 권력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항상성은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견뎌내는 건강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경직되고 병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 가족학 연구자들은 가족항상성의 

유형과 가족 구성원의 정신건강 상태가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이 다시 가족 전체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정신건강과 사회참여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하찮은 존재라는 기분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쉽다. 패리스와 던햄(Faris & Dunham, 1939)의 연구 이후, 지역사회의 사회적 분열과 

정신장애 증가율이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보고가 지속되었다. 지역사회가 분열되면 외로운 사람이 많아지고,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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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아동·사회적 지지의 부재·폭력·약물과 알코올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무질서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상호 책임의 기회를 제공하는 몇몇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진단 접근을 들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적으로 분열된 도시 환경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자 했다.

성인기에 사회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은 직장생활이다. 따라서 정신건강과 일의 관계는 매우 심오하다. 

무엇보다도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정신건강의 가치는 개인이 사회에서 생산성 있는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일은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을 통해 일상생활의 구조와 리듬을 세우고,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며 동시에 자존감이 강화된다. 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안정감을 얻는다. 한편으로 일은 

점차 스트레스나 정신적 불건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스트레스가 높은 근무 환경, 과중한 업무, 각종 

요구사항의 증가,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관계 등에서 기인한다. 어떤 연구에서는 실업이 견디기 힘든 근무 

환경으로부터의 피난처가 되어 정신적 불건강 상태를 예방하기도 한다고 나타났으나, 다수의 연구에서 실업은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동력이 지식정보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중요하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직원의 

정신건강을 측정하고 정신건강증진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는 기업의 핵심요인이 될 것이다.

Box 4.1  건강생성론과 정신건강

Bengt Lindstrom, Monica Eriksson

건강생성론의 구조

적극적 정신건강증진의 개념은 질병이 아닌 건강의 근원을 중시하는 건강생성론에 속하는 개념이다(Antonovsky, 1979, 1987). 안토노

브스키가 등장하기 전에는 스트레스가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위험이 높은 부정적인 요소라고 인식했었다. 그러나 안토노브스키는 모

든 곳에 항상 질병과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유기체가 생존해 왔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혼돈과 스트레스가 

삶의 일부이며 자연스러운 환경이라고 결론지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건강은 연속선상에 놓여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질병의 원인

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보다 건강을 생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건강생성론의 기초 개념은 일반적 내성자원(Generalized Resistance Resources)과 통합감(Sense of Coherence)이다. 일반적 내성자

원은 생물학적, 물질적, 사회심리적 요소로서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이 일관적이고 구조적이며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된다. 전

형적인 일반적 내성자원은 돈·지식·경험·사회적 지지·문화·지능·전통과 이데올로기이며, 이는 일관적인 생활 경험, 성과도출에

의 참여, 고부담과 저부담 사이의 균형을 통해 형성된다. 본인이나 가까운 주변에 이러한 자원이 있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면 삶에서 부

딪히는 어려움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다.

일반적 내성자원을 통해 일관된 생활경험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 내성자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적 내성자원을 사

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를 통합감(SOC)이라고 한다. 일반적 내성자원은 통합감을 향상시키는 생활경험을 이끌어내는데, 통합감은 삶을 

인식하는 방법과 살면서 마주치는 복잡한 스트레스 요인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말한다. 건강생성론적인 개념은 개인이 사고하

고 존재하고 행동하는 심오한 방식을 말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독립적일 수 있는 내적 신뢰감이다. 내적 신뢰감은 통합감이 내재화

되면서 개발되며, 우리는 내적 신뢰감을 통해 환경 속에서 일반적 내성자원을 찾아 활용하고 이로 인한 유익을 얻게 된다.

통합감은 일관성(이해력), 균형감(관리능력), 성과도출에의 참여(의미부여)라는 세 가지 유형의 생활경험을 통해 형성된다(Antonovsky, 

1979, 1987). 통합감을 형성하는 네 번 째 생활 경험은 정서적 친밀감이다. 정서적 친밀감은 한 개인이 집단에서 사회적 통합을 경험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Sagy & Antonovsky, 2000). 통합감은 개인·집단·사회의 차원에 적용할 수 있다. 안토노브스

키는 통합감이 주로 생애 초기 삼십 년 동안 형성되며 그 후에는 매우 강한 변화가 있을 때에만 바뀔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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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32개국, 33개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Eriksson & Lindstrom, 2004). 이 도구를 활용한 연구를 보

면 통합감이 불안·소진·우울·절망적인 상태와 강한 부적 관계가 있는 반면, 강인함·통제감·낙관주의·자아존중감·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삶의 질·안녕과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높은 통합감을 보인 사람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상

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토노브스키가 예상한 것만큼 안정적이지는 않아서 10% 이상의 변동이 있었다(Linstrom, 2004; 

Nilsson et al., 2003; Smith, Breslin & Beaton, 2003). 통합감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주로 

남성이 여성보다 수치가 높다(Eriksson & Lindstrom, 2004).

통합감은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요소로서, 건강 특히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주요 역할 내지 중간 역할 혹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

인다. 통합감은 낙관주의·희망·후천적인 자원 활용 능력·건설적 생각과 정적인 관계에 있다. 결론적으로 통합감이란 정신건강의 또 

다른 표현이다. 통합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생활에 더 만족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의 질과 전체적인 안녕상태를 경험

하게 된다(Eriksson & Lindstrom, 2004). 일반적 내성자원인 사회연결망과 친밀한 관계는 둘 다 개인의 통합감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통합감과 강한 정적 관계에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사회통합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지를 받는 것 역시 의미

부여 요인과 연계되어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친다(Folkman, 1997).

안토노브스키(1987)는 건강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개념으로 강인함(Kobasa)·영속감(Boyce)·사회적 분위기

(Moos)·회복탄력성(Werner)·현실적인 가족 구성(Reiss)을 언급했다. 또한 안토노브스키가 다루지는 않았으나 통합감처럼 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학습된 자원 활용 능력(Rosenbaum, 1990)·공급(Csikzentmihalyi & Csikzentmihali, 1998)·생활통제

(Soderqvist & Backman, 1988)·복지와 안녕에 대한 믿음(Allardt, 1980)·삶의 질(Lindstrom, 1994)을 추가할 수 있다.

결론 

건강생성론적 접근에서는 건강상태가 유동적으로 변하며 이는 사회·개인 차원에서 가용자원을 조직하는 기술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

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술로 문화·전통·신념 체계에서 발달된 인지적·감정적 인식, 행동기술, 동기부여를 활용하여 건강을 증진시키

며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공중 보건은 건강생성론이라는 틀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건강생성론의 틀에

서는 우리가 좋다고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이 객관적인 건강을 만드는 전제조건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인식하는 건강생성론적 과정을 만든다면, 더 잘 산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이다.

본 글에 대한 질문은 bengt@nhv.se로 보내주십시오.

 사회적 자본에 기여하는 정신건강 

정신건강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다(Putnam, 1993). 

사회적 자본이란 제도, 네트워크, 규범, 상호관계,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생활의 특성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과 질을 결정하고 집단적 활동이나 협동, 상호 간의 이득을 조절한다. 선행연구는 사회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중요하다고 보고한다. 또한 신뢰나 사회적 지지, 사회적 

관계망 등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사회적 자본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 질병이 지속되는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Sartorius,2003). 그림 4.2는 

정신건강과 그 결과, 그리고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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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신건강의 영향

결      과

  •  안녕의 수준

  •  신체적 건강

  •  상호의존

  •  지식과 기술

  •  관계의 질

  •  성 만족도

  •  서비스 이용

  •  생산성

  •  신뢰

  •  사회통합

정신건강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해서는 6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것이다.

정신건강은 인간의 생산성과 관련된 핵심요소이므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려는 사회정책을 개발할 때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위기에 처한 사회의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의 자원과 체계를 개발하여 좋은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서비스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관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적 가치와 정신건강 

대부분의 문화에서 정신건강은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5장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 핵심적 특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 일상적이라고 보는 문화(예, 불교)는 정신질환의 개념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주관적 경험은 내적 관계나 대인관계의 조화를 의미할 수도 있고(Wig, 1999) 종교적 용어로 

해석되기도 한다. 개인의 성취와 독립을 우선시 하는 유럽·북미 문화와는 대조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문화권에서는 상호의존과 가족의 역할을 중시한다. 다채로운 세상에서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며, 이는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지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접근성은 문화적 가치, 사회 구조, 사회 경제적 조건을 통해 결정된다. 

다른 비교문화 연구와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개념은 세계 문화의 산물로서 어느 문화에서나 공유되는 특징도 

있으나, 내용이나 특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병이 성공적으로 치료된 건강한 상태를 임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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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화하여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개별 환자가 아닌 전인구의 건강을 다루는 임상환경의 밖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WHO에서 건강을 정의 할 때에는 다양한 문화적 시각을 존중하며 특정한 문화적 관점도 고려한다.

초기 정신의학의 정신건강 개념은 임상에서의 효과적인 치료 모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전인구의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정신역동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정신의학적 평가를 통해 정신건강을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헤븐스(Havens1984)는 인간의 애착과 자기방어를 핵심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프로이드는 

정신건강이라는 개념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것이 주류 정신의학에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에릭슨이 말한  

“사랑하고 일하기 위해”라는 명언은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그가 ‘사랑하고 일하기 위해’ 성욕, 생식, 휴식을 

위한 역량을 강조한 점은 여러 문화에서 정신건강을 정의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인도 푸네(Pune) 지역의 데이브(Daver)는 정신건강을 옹호하는 페미니즘적 관점으로 프로이트를 포함하여 

1950~70년대의 다양한 학자가 정의한 정신건강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데이브는 분석 결과 정신건강에 대한 

정의가 순응을 조장하고 일탈을 억제하는 부르주아적인 것이라고 일축하였다(Daver, 1999). 그리고 ”건강한”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의 이상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통해 그 이상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자원이 

부족한 여성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학자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인구 집단이 열악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정신병리에만 초점을 

두고 사회적 맥락이나 문화적 가치는 중시하지 않아 주관적인 복지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Christopher, 1999).

정신건강에 관련된 역학조사는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12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정신질환율과 자살율의 비교 

결과는 해석하기가 어려우며 오도되기 쉽다(Weiss,2001). 정신질환율과 자살률 지표는 민감하지 못해서, 인종차별·

빈곤·도시화·사회변화·폭력 피해·추방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정신질환율과 

자살률 지표가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연구 결과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정신건강 문제는 (정신장애와는 반대로) 정신질환으로 진단하기에는 그 증상과 증후의 강도와 지속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고 정의되는데(USDHHS, 2001a, box 1~2, p. 7) 이는 올바른 정의가 아니다. 정신질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인해 사망하게 될 수도 있다. 

정신건강 문제와 정신질환의 구분은 단순히 강도와 지속기간뿐만 아니라 해당 문화에서 고난이나 고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신과 진단이 없어도 심각한 자해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연구할 때 진단기준에 의한 질환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사회문제에 개입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천가들은 이러한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의 

폭력(예, 결혼자금과 관련한 근친살인, 배우자강간, 명예살인, 아동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질환에 

대한 진단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사회적·성적 맥락, 그리고 문화적 가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Fishbach & 

Herbert, 1997; USDHHS, 2001b).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의 방갈로르(Bangalore), 델리(Delhi), 칸푸르(Kanpur) 인근 도시와 지방에서는 

위험에 처한 아동과 가족의 관심을 고려한 지역사회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을 통제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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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개입의 영향을 평가한 후 정신건강 지표를 분석하였다(Channabasavanna, Varghese & Chandra, 199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일반인구 집단의 정신건강 아젠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연구를 창의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하여 얻는 이득은 매우 크다.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지원하는 전략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 영적 차원 

전인적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영적인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Smith, 

2003). 영적인 안녕은 정신건강의 구성 요소인 동시에 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안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영성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WHO에서 세계 18개 지역,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경외심·삶의 의미·신앙과 영적존재를 알게 되는 것은 심리적 

안녕과 사회적 연대보다도 전반적인 삶의 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Saxena, O’Connell & Underwood, 2002). 

WHO에서는 HIV와 AIDS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새로운 도구를 고안하면서, 영적 요인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많은 HIV 및 에이즈 감염 보균자(PLWHA, people living with HIV/

AIDS)가 HIV 감염으로 인해 영적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WHOQOL AIDS Group, 2003).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는 특히 영적인 요인이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영성은 종교 생활이나 종교 단체와는 별개인 경우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종교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채터스(Chatters, 2000)는 공중 보건의 연구와 실천에 있어 종교와의 관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종교의 교리를 통해 사람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더 건강해 질 수 있는 태도와 감정 상태를 지니게 되며, 

이러한 태도와 감정 상태는 인간 본성이나 개인의 자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개인이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는 믿음은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도 한다. 신앙은 대인관계 행동이나 타인에 대한 자세에 영향을 

주어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예, 대인관계에서의 따뜻함과 친절·사랑·동정·조화·인내·용서)이 되게 

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감소시킨다(p. 345).

희망이 있느냐의 여부도 정신건강의 중요한 결정 요소이다. 우울증의 주된 특성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몇몇 

임상 역학 조사에서 영성이 어떤 상황 하에서는 우울증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enig, McCullough & 

Larson, 2001). 영성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 삶이 가치 없다고 결정짓고 자살하는 것을 예방하기도 

한다. 영성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터뷰에서는 사람들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하에서도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Underwood & Teresi, 2002). 영성은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되고 안정되게 한다. 또한 영성은 특정 위기 상황에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절망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자원이 된다(Pargament, 1997).

최근 많은 학자들이 알코올중독 예방에 미치는 영성/종교성의 역할을 연구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아프리카계 미국 청소년 중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고 믿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알코올 관련 문제가 더 적었다(Goggin et al., 2003). 파르디니(Pardini)와 동료학자들은(2000) 약물 중독에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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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23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적 믿음과 영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삶을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이들은 스트레스에 대해 회복탄력성의 수준이 높은 반면 불안 수준은 낮았다. 

또한 2,000명의 여성과 여성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켄들러, 가드너, 프레스콧(Kendler, Gardner & Prescott, 

1997)은 현재의 음주와 흡연 그리고 일생 동안 알코올중독과 니코틴 의존의 위험도는 개인의 신앙심(얼마나 자주 

기도하는가와 영적인 안정감을 찾는가)과 부적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종교성과 영성은 신체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행동(예를 들어 건강한 식습관, 성적 규제, 중독 가능 물질의 제한)을 실천하게 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건강과 안녕을 향상시킨다(Koenig, McCullough & Larson, 2001).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 역시 건강한 영적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신건강 문제로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시각과 믿음을 유지하기 힘들며 종교에서 요구하는 도전에 부딪히거나 윤리적 행동을 하기 

어려워진다. 한편 종교가 개인의 영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죄의식이나 적절하지 않은 복수심으로 

촉발된 행동을 보이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종교는 영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치적 측면에서 영성이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인간을 기능하는 능력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 

여긴다는 점이다.

기능을 중시하는 세상에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한다. 즉 사람의 

존재 자체보다는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을 둔다. 반면 영적 접근에서는 기능을 인간이 삶 중 일부로 여겨, 

기능 자체보다는 그 기능의 근간인 동기나 기능을 수행할 때의 자세(예를 들면, 감사, 경외, 동정 등) 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Underwood-Gordon, 1999,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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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정신건강은 다양한 상황적 맥락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다차원적인 수준에서 정신건강 정책을 개발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신건강의 개념에 오해가 있기도 하나, 정신건강은 개인의 안녕과 기능을 위해 필수적이다.

- 정신이 건강한 것은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다. 

-   정신건강은 전반적인 건강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회가 잘 기능하도록 돕고 전체 생산성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평가 절하되어 있다. 

-   정신건강은 전문가적 관점과 비전문가적 관점 양자로부터 접근이 가능하다. 정신건강은 모든 사람의 집·

학교·직장 그리고 여가 활동 중의 일상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 적극적 정신건강은 그 사회의 사회적·인적·경제적 자본에 기여한다.

-   사람들이 정신건강을 이해하는 방식에 문화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개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영성은 정신건강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정신건강은 영적 생활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정신건강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기여한다는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정신건강은 물질적, 비물질적 

그리고 실용적, 본질적 가치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물질적인 가치는 생산성에 기여하며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정신건강은 그 자체로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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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정신건강 실무자들은 적극적 정신건강의 개념을 긍정적인 안녕감, 자존감·낙관주의·통제감·통합감 등의 

자원, 그리고 개인적 관계에 대한 만족과 적응유연성 또는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이 특성을 통해 

가족과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된다(Lavikainen, Lahtinen & Lehtinen, 2000). 이러한 

정신건강의 특성은 보편적이지만 그 형태는 개인, 문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지역에서 정신건강증진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지역의 정신건강의 개념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누가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가?

정신건강에 대한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증진이 정신건강 전문가의 전유물이어야 

한다는 발상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잠재적으로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은 정신건강 전문가보다는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부모와 교사,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자 등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설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들은 자신의 활동으로 인한 영향을, 그들의 배경이나 세계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설명할 것이다.

정신적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부분의 활동이 정신건강이 아닌 다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여기에서 정신건강 전문가의 역할을 나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정신건강증진이 필요한 분야의 확인

■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신건강 측정도구의 개발

■ 개입 프로그램의 기획

■ 개입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 지원

■ 개입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

다른 문화권의 사람을 만날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전문분야 출신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클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정신건강을 정의하는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목표가 있다면 먼저 관계된 사람 간에 정신건강의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실적으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역으로 정신건강증진의 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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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의 수혜자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신건강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심지어 정신건강의 개념이나 양질의 정신건강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양질의 정신건강 상태로 이끄는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의견차가 커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러한 다양성 안에서 지역사회와 정신건강 

전문가간의 파트너쉽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신건강 전문가는 다른 문화나 다른 전문분야의 전문가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정신건강의 쟁점을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특정 행위나 행동을 정신건강 용어로 개념화하는 것도 도와야 한다. 이처럼 의사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정신건강증진의 한 형태가 될 것이다.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을 이해하면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견해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시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이런 방식으로 정신건강의 발달과 유지에 해가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토대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장의 접근방식 

이 장에서는 문화와 정신건강이나 전 세계의 “흥미진진한” 문화현상에 대해 논쟁하기보다는, 전 세계 여러 다른 

문화에서 일하는 실무자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신건강을 살펴보려 한다.

전자는 문화내부적 접근방식(emic approach)1을 통해 각각의 문화집단을 독립체로서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보편적 접근방식은 문화적 민감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문화권 내부가 동질적이라고 

가정하여 개인의 차이를 무시한다는 점에서는 유용하지 못하다. 또한 편견을 조장하고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경향도 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세계 어디서나 동질적인 문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유사성을 

고려하는 접근방식은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Lee, 1996). 

이 장에서 선정한 실무자들은 유아기, 학령기 그리고 노년기처럼 각기 다른 발달단계를 대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미성년 군인, HIV/AIDS 환자, 말기 환자처럼 특별한 욕구가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이 모두를 포괄하거나 대표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논의의 범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의도적으로 연령과 욕구가 다양한 집단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문화적 신념과 관계없이 

정신건강의 시각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려 한다. 

저자는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직면하는 

과제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개입 대상인 개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관심 있는 사람과 전문가가 직접 대면하여 얻은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추론이 일반화와 정형화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개입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작업이다. 오히려 문제나 “질병”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개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1    다른 문화와의 일반적 관계 속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독특한 문화를 설명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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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기와 유아기의 정신건강의 개념

그동안 영아기와 유아기의 정신건강증진에는 관심이 많아서 오늘날 양질의 자녀양육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실천가들은 문화에 따라 자녀양육방법이 다른 것에 흥미를 갖고 연구해 왔다. 실천가가 궁극적으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할 때, 특정 지역사회에 개입하기 전에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톰린슨(Tomlinson, 2001, p. 4)은 문화적 다양성과 영유아 양육에 대한 논문을 통해 “양육방식에 있어 선진국과 

그 밖의 방식으로 나누어 이분법을 조장하는”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톰린슨은 특정 문화에서 영아기와 

유아기의 개념을 이해하려 할 때에는 특정 시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톰린슨은 특정 시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을 

하던 시기에 호사(Xhosa)족 여성이 아기가 울어도 달래지 않는 것을 사례로 들었는데, 이 시기에 어머니가 자녀를 

달래지 않은 것은 문화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기가 그 나라를 떠나 무장 항쟁에 합류할 정도로 강하게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떤 행동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용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페드로 멘데스(Pedro Mendes, 2003b)는 “문화”가 아니라 “외적 생활조건”에 의한 행동을 구별하였다. 그는 

앙골라의 예를 들어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이 주민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였다. 앙골라에서는 전체 주민 중 4백만 명(40%)이 전쟁으로 고향에서 쫓겨났으며 작은 

시골 마을에서 도시 외곽의 슬럼가나 캠프로 이주했다. 멘데스는 지난 십 년간 사람, 사회구조 그리고 생산수단의 

측면에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상황이 문화와 그 전달 과정을 훼손시켰다고 보았다.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재산을 상실하며 실업에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으로 인해 뿌리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 원조에 의존하여 살면서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념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로 인한 무관심과 수동적 태도는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는 자녀를 먹이고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지만 때로는 이조차도 어렵다. 어머니 자신도 

영양부족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종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멘데스(2003b)는 어머니가 오두막집 앞마당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하면서 아기가 울고 

있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멘데스는 모와 자녀 간에 애정과 유대감이 부족한 다른 이유로 캠프와 교외지역의 영아 사망률이 높은 것을 들고 

있다. 멘데스는 자녀를 잃는 고통이 “의미 없는 삶에서 극도의 충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좀 더 자율성을 

갖는 두 돌이 되기 전에는 애정을 덜 가져 자녀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을 견뎌내려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양육된 

여성은 이후 자신의 아이를 같은 패턴으로 양육하며 이러한 행동은 결국 굳어져 문화화 된다. 

앙골라와 마찬가지로 브라질의 유아사망률이 높은 지역에서 어머니가 자녀와의 유대를 피하는 경향도 문화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자녀가 더 성장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낮아질 때까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기능적 감각에서 

나온다. 똑같은 행동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HIV-양성판정을 받은 어머니에게서도 나타나는데, 이들은 장래에 

자신이 사망하면 자녀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녀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행동한다. 

이처럼 어머니가 자녀와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것은 적대적인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그 행동의 기능적 목적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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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화적 신념도 어떤 역할을 한다. 멘데스(2003b)는 많은 문화권에서 아동이 의사소통을 하고 집안일을 

하기 전까지는 감정이나 생각,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앙골라의 엄마들이 가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에게 더 적극적인데 그 이유는 보통 앙골라 문화에서 첫째 아이는 엄마에 대한 사회적 

상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아기는 엄마가 건강하고 완전한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는 “세대를 이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는 남편, 남편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어머니의 위치를 확립시켜준다. 그러므로 첫째 아이는 특히 의미가 있으며 나중에 태어나는 아이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보살핌을 받는다.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비록 사랑받고 환영받더라도 첫째 아이와 같은 상징적 의미는 

없다. 톰린슨(2001, p. 3)은 신념의 변화나 개인의 차이를 인정할 여지가 없는 문화에서의 정형화를 경고하면서, 

‘Thula Sana Mother Infant Project’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호사족 부모는 아이가 울 때 어떤 특정한 신념으로 이를 이해한다. 아이가 충분히 먹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우는 것은, 아이가 아직 살아 있다고 부모를 안심시키는 신호이며 악귀를 막는 방법이라고 이해한다.

또한 톰린슨(2003, p. 2)은 호사족이 “유아가 한 살 정도가 될 때까지는 들을 수 없다고 믿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유아가 한 살이 될 때까지 들을 수 없다고 믿는 부모도 있지만,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믿는 

부모도(비록 그 생각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지는 않더라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모두가 맹목적 믿음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맹목적 믿음을 지닌 사람이 분명히 있으며 이는 호사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영국뿐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의 부모도 신생아가 꽤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아기가 수동적이라는 (문화적) 선입관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모는 자녀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이는 아이의 발달에 유익할 것이다. 톰린슨은 또 다른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1, p. 3): 

나는 면담 중에 한 어머니(그 여성의 두 아들은 이미 성인이다)에게 아기가 우는 이유에 대한 생각이 자신의 

신념인지를 물었다. 여성은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아이가 울면 자신의 신념대로 했다고 말했다. 나는 자녀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 여성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여성은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그 외에도 아기가 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병이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중 몇몇에 

불과하다고 알려줬다고 했다. 그 여성은 항상 아기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운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말했다. 집안에는 위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은 

비록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시어머니의 양육방식을 존중해야만 했던 것이다.

문화집단이 동질적이지 않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권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요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얼마나 복잡한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행동으로 한 사람의 생각을 유추하고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놀라울 정도이다. 그러므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부모에게 자녀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면 유용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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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교사는 자신이 “통제감과 통합감”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동의하지만(Lavikainen, Lahtinen & Lehtinen, 2000), 교사가 통제감을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생이 이러한 통제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의견차가 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의 

일부 흑인학교 교장은 “순종과 유순함”이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의 훌륭한 자질이라고 여긴다.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도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를 심하게 처벌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나 부모, 지역사회가 이러한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극적 행동을 가르치는 학교 프로그램이 학습자에게 오히려 혼돈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매우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정신건강 구성요소에 대한 교사의 의견과 모델이 되는 행동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개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에게 성적 학대를 

가하는데 이 행동은 학생들의 권력과 젠더에 대한 생각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교사는 세계 곳곳에서 정신건강증진의 여러 측면에 다양한 영향을 주어서, 학생들이 역경과 스트레스에 

대처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허용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 

그러므로 교사가 정신건강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중요하다. 교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나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필요로 할 때 이를 

책임지게 된다. 이러한 젊은이 대부분은 가정에서 부모의 지도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반 데르 메르웨(Van der Merwe, 2003)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많은 교사들이 학생을 도와야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없어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한다. 어떤 교사는 학생의 정신적 안녕을 돌보는 일이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여기고 이에 대해 걱정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일부 교사는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문화적 다양성과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 무엇이 허용 가능한 행동인지 확신하지 

못하기도 한다. 학교에서 징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행동 규범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HIV/AIDS가 크게 

유행하면서 성과 성관계를 다루는 것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경제적 상황 때문에 시골지역의 아버지가 도시에 

일자리를 얻으면서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지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문화도 있다.

또한 개인과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규정하는 정신건강의 영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안녕은 신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가 와해되거나 중요성이 간과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영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여타 

다른 세속적인 문제 해결 활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아프리카 문화권에서 관계의 와해는 조상과 

관련된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속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반면에 다른 신념 

체계에서는 관계가 와해된 것을 다른 용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행동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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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 개념과 미성년 군인

오늘날 개발도상국에서는 아동과 젊은이에게 군인의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일반적이다. 전쟁이 종료되면 

전쟁에 참여했던 아동과 젊은이는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사회에 다시 통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에 다시 

통합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신건강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앙골라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성인의 역할을 강요받을 때 정상적인 발달 경험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멘데스(2003a)는 10년 이상 분쟁에 휘말린 지역에서 미성년 군인을 대상으로 일했는데, 모든 군인들이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희망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 과거에 자신이 소모품처럼 이용당했다고 느꼈고, 자신의 젊음과 

경험 그리고 단란한 가정생활과 사회화의 경험을 상실했다고 여겼다. 이들은 사회생활에 서투르고 사회의 규범에 

익숙하지 않았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동료 관계를 맺고 “내부자”가 되긴 했지만, 가족과 “다르다”고 느껴 적응하여 

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공격적 성향을 보이기도 해서 이러한 공격성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가정 규율을 엄격하게 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뿐 아니라 아이들과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했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자신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했다. 

장래를 고려할 때 정신건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통합감(의미 있고 통제가 가능한 삶)이었다(Lavikainen, 

Lahtinen & Lehtinen, 2000, p. 56). 그들은 삶의 상당 기간 동안 무언가를 위해 싸워왔는데, 이제는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하면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구성하고 싶어 했다. 이는 전에 일어났던 일을 재구성하고 

다시 생각하는 것을 의미했다.”(Mendes, 2003a, p. 1). 그들이 유년 시절을 다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감정적 경험이었으며 자녀와 관계 맺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들이 평온한 사회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개입이 필수적이다.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으로 차별이 있는 불안정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교육 등 정상적 발달경험이 

박탈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스스로 선택한다. 이들 역시 자신이 변화시키려 했던 사회에서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이나 열망이 미성년 군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이민자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정신건강 개념과 HIV/AIDS 

HIV/AIDS는 전염으로 인한 유병율이 높고 약물 접근성이 낮아서 사회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프리맨

(Freeman, 2003, p. 1)은 전염병의 복잡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HIV 유병율은 약 30%로, 질병이 심각하고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신건강 문제도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염병의 유행 초기에는 그 영향이 뚜렷하지 않으나, 바이러스는 사회의 

정신건강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영향은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직계 가족과 

간병인, 가족과 친구, 그리고 그 질병으로 죽음 맞아 고아가 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지역사회에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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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맨은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또 AIDS의 마지막 단계에 있을 때, 진단을 듣게 되는 시점에 정신건강 문제가 

정점에 달한다고 말한다. 감염된 사람과 가까운 사람도 그가 사망할 때 우울증과 불안을 경험한다. 

HIV/AIDS으로 인한 낙인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HIV에 감염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낙인과 차별 때문에 다른 질병의 심리적 반응보다 더 복잡하고 다루기 

어렵다. 예를 들어, 어떤 가족원은 감염된 사람이 “무책임하게” 행동해서 가족에게 치욕을 안겨주었다고 

화를 내고 낙인찍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랑과 연민과 두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AIDS 감염자가 “여러 명”인 경우 악화되기도 한다. 즉, 파트너 두 명 모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자녀 중 한 명 이상(혹은 모두) 감염될 수도 있다. AIDS로 인해 고아가 된 아이들도 우울증, 자살 사고 

등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reeman 2003, p. 1).

전국적인 전염병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인식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AIDS로 사망하는 젊은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는데, 하나는 지역사회에 사망자가 넘쳐 슬프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깊어질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계속되는 슬픔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부인하고 차단하는 것이다. 고아가 된 아이들은 

거리로 나가거나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유대감 결여나 정서적 유기는 성격장애나 여타 

다른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후에 범죄, 폭력 그리고 사회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면 전체의 영향이 부분의 합보다 훨씬 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호작용의 

영향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 같은 문제는 아마 이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HIV/AIDS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한다면, 각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이해한 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Freeman, 2003, p. 1). 

HIV/AIDS는 삶의 질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HIV/AIDS의 특징은 병에 걸렸다는 낙인으로 인해 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통과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다. HIV-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질병이 공개되고 병이 악화되면서 

실직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이 감염된 사람을 거부하기도 한다. 지역사회는 감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할 것이다. 감염된 사람은 병이 공개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따라서 HIV-

양성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기도 한다. HIV/AIDS가 뜻하는 “의미”는 HIV-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그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큰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 병을 앓으며 살아가는 HIV-양성 판정자들의 삶의 질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낙인을 제거하면, 감염된 사람의 개인적 관계와 사회적 지지체계가 개선되어 삶이 만족스러워지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낙인을 제거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겪는 고통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HIV/AIDS가 널리 유행하면 전체 지역사회에서 지원할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

바이러스 유행에 대한 지식과 이를 통해 HIV/AIDS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여 이러한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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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행동에 반하는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신념과 충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시 말하면, 행동을 바꾸는 것은 

사람들의 자존감이나 통제감 또는 개인적 관계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은 위험 행동이나 

이성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통제감이라고 생각하며,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콘돔을 

사용하자고 주장하면 그 관계가 위험해 지기도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행동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행동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경우였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사회에 적절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정신건강 개념에 초점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신건강 개념과 완화의료 

죽는다는 것은 삶의 일부이며 삶의 여느 다른 시점에서처럼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도 적극적인 정신건강이 

중요하다. 의학이 발전되면서 사람의 질병에 과하게 초점을 두어 다른 특성은 손상되는 경향이 있었다. 완화의료는 

이를 바로잡으려는 목표로:

통증과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 문제를 조기에 확인하여 이에 대해 사정하고 치료함으로써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있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접근방식(Sepulveda et 

al., 2002, p. 91)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질병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완화의료의 철학은 

모든 개입방향이 개인의 정신건강 개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희망을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완화의료팀이 해야 할 일이다: 

완화의료에서는 열린 의사소통을 하고 진실을 말하며 환자가 자신의 질병 관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진단을 받고 질병을 치료하는 혼란 속에서 상실될 수 있는 통제감을 갖게 

해준다. 완화의료는 환자에게 그릇된 희망(질병의 심각하지 않다고 함)을 주지 않으면서도 삶에서 희망이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완화의료팀의 직원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희망을 고취한다. 

예를 들어, 통증을 조절해서 잠을 푹 자는 것, 평생 동안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 소원해진 가족 구성원과 

화해하는 것 그리고 품위 있고 평화로운 죽음에 대한 희망(Gwyther, 2003, p. 1) 등이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완화의료에서는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철학을 근간으로 

한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완화의료에서는 이를 인정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슬픔의 형태도 모두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HIV/AIDS 환자는 상대적으로 젊어서 어린 자녀가 유가족이 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HIV/AIDS 환자는 낙인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차례 상실을 경험해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혜택 받지 못한 배경의 출신일 수도 있다. 이들은 치료 과정에서 건강상태에 변화가 생기고 감염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기를 바라는지에 따라 개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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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 개념과 노인 

전 세계적으로 노인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노인 간호에 대한 가족의 태도도 바뀌고 있다. 이전에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질병이나 박탈 그리고 내외부의 학대로 인한 결과여서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달리 선진국에서는 치매를 제외하고는 젊을 때 건강을 증진시켜 노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우울증과 치매는 여전히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신질환으로 남아 있다(Copeland, 2003).

노인의 정신건강 개념과 삶의 질이 젊은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노인과 젊은이의 

행동상의 차이는 대부분 노화과정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신체질환이나 정신질환 또는 사회적 불이익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노인은 재정적,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고 소외되며, 자녀가 HIV/AIDS가 있는 등의 경우에 

손자를 돌봐야하는 책임이 증가하는 문제와 씨름해야만 한다.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은 노인은 사회적인 “관계를 끊기로” 선택하며 당연히 우울하다는 것이다. 노인은 노화로 

인해 지적 능력이 자연스럽게 쇠퇴되며 동년배의 죽음이나 자신의 장애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장애에 대한 반응도 아니고 타당한 가설도 아니다. 치매가 당연히 노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Copeland, 2003).

생애주기의 다른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인이 생각하는 정신건강의 가치도 존중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노인의 생활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차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 신체건강의 증진, 지지적인 사회 환경 조성, 개인적 성장의 기회를 

통해 노인 스스로의 선택을 극대화하려 노력할 때 노인의 정신건강이 증진될 것이다(Copeland, 2003).

 결론 

이 장에서는 여러 대상에게 개입하는 정신건강 실천가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국가, 다양한 집단에서의 정신건강 

개념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한 점은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데 

정신건강이 핵심적이라는 것이다. 개인이 긍정적인 안녕감을 경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 

애쓰며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는 제대로 기능하는 곳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건강이 “사치”

라고 주장하지만 정신건강은 건강한 사회의 기본 요소이다.

이 장에서 언급한 실천가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 안에서 사람들의 신념과 행위를 이해해야 하며 문화적 

신념도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라고 분명히 한다. 오늘날에는 동질적인 문화집단이 거의 없고, 사회 경제적 

수준과 도농 간의 차이가 생활방식과 신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많은 사회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적극적 정신건강의 구성요소가 보편적이더라도 이에 대한 표현과 해석은 개인, 문화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정신건강의 여러 측면에 대한 중요성과 우선순위가 부여될 

것이다. 특정 집단의 정신건강 관점에 대해 항상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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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정상이라고 인정하는” 구성주의적 접근방식(Lee, 1996, p. 189)은 향후 유용한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구성주의적 접근방식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원인과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실천가가 추측하지 않는다. 실천가는 집단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고 부정확한 “문화적” 설명을 하지 않는다. 

또한 실천가와 표적집단은 이러한 접근방식으로 “공동구성” 과정이 가능해서, 실천가는 “반복적이고 교육적인 

과정”(Lee, 1996, p. 199)을 통해 표적집단이 적절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신건강 개념을 고려할 수 있는 틀을 확인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전문가의 도전과제는 참가자가 의미 있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다. 지역의 신념이나 인식과 배치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할 때에 이러한 방법은 특히 

중요하다.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목표는 집단과 문화의 차이와 상관없이 유사할 수 있지만, 지역의 규범과 

우선순위에 따라 주안점과 형태, 개입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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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ey Whiteford, Michelle Cullen, Florence Baingana

 서론

지난 20여 년간의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경제발전과 휴먼서비스 체계의 효율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생산과 재화와 서비스의 전달에 필요한 처리비용을 

감소시켜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이 보다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여 부패를 줄이고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과학자들은 

개인의 사회적 소외 방지, 사회안전망 구축, 범죄율 하락,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의 향상, 지역사회에서 삶의 

개선, 그리고 직무성과 향상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자본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해왔다(Woolcock, 1998).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사람들이 함께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유대가 

강해지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수자 집단과 같이 다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집단 

내부의 유대감이 강하면 집단의 외부와의 신뢰는 낮아지고 상호관계가 적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약조직과 

테러리스트 집단은 집단 구성원 간에는 높은 사회적 자본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때문에 집단 외부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 명백하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효과만큼 부정적인 효과도 초래한다. 교육과 범죄에 대한 

연구에서 보듯이 좋은 행동이 널리 퍼지는 것처럼 나쁜 행동도 역시 확산된다. 네트워크가 좋은 선택에 영향을 

끼치듯이 나쁜 선택에도 쉽게 영향을 끼치고 강화될 수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의 초점은 소위 사회적 자본이 보건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정신건강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에 대해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다(Kawachi & 

Berkman, 2001; McKenzie, Whitley & Weich, 2002; Sartorius, 2003). 이 장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살펴보며, 사회적 자본과 건강, 정신건강의 관계를 이해하고, 정신건강증진으로 사회적 자본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화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는 4가지의 관점이 있다. 첫번째 관점은 가장 협의의 개념으로 지역적, 수평적 지역사회의 

연합 그리고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내재적 규범(신뢰, 상호주의)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Uphoff, 2000). 이 관점은 주로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어 사회적 자본의 위해(예를 들면 배재와 

구성원 간의 과도한 요구)는 다루지 않는다. 

두번째 관점은 콜만(Coleman, 1988)은 사회적 자본을 더 넓은 개념으로 보아 사회적 역동도 사회적 자본의 

스펙트럼에 포함시킨다. 이 관점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정의하여 사회 구성원 간의 

1    2001년에 호주 건강 노인국에서 발간된 Michelle Cullen and Harvey Whiteford가 쓴 ‘건강과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상호관계(The Interrelationships of Social Capital with Health and Mental Health)’에서 논의된 내용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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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구조와 불평등한 권력 배분을 특징으로 하는 수직적 연합을 포함한다.

세번째 관점은 사회적 자본을 거시적으로 보는 관점(Grootaert, 1998)에서는 사회구조를 결정하고 규범을 

발전시키는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는 정부, 정부기관, 정치제도, 법률, 

규제 시스템 내에서 공식화된 제도적 관계와 구조가 포함된다. 

네번째 관점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자본에 미시적, 중간적, 거시적 제도가 공존하며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 관점은 사회적 자본의 유익과 유해뿐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다양한 사회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나 민간으로부터의 지원(또는 

결핍)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도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안정성과 지원에 의존한다(World Bank, 

2004).

이처럼 사회적 자본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는 시민의 참여, 호혜적 규범, 타인에 

대한 신뢰와 같은 사회구조의 특징(Kawachi et al., 1997, p. 1491)”으로 본다.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는 잣대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이 집단적 행동을 촉진하고 다른 형태의 자본을 보완하여 사회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개념이라는 점에는 합의하고 있다(Grootaert, 1998).

비록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이고 집단적이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과연 “자본”의 형태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자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된다(Eatwell, Milgate & Newman, 1987). 첫째는 자본을 한 

가지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전환하는 자금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일컬어 자본의 “재정적” 개념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생산과정에서 구체화되는 생산 요소로 보는 것으로 이는 소위 자본의 “기술적” 개념이다.

전통적 자본이론에서는 자본을 기술적 개념으로 보아, 생산 요소를 임의로 자연자원, 인간의 노동력, 인간이 만든 

재화(재정적, 물질적 자본)의 3가지로 나누었다. 인간이 만든 재화는 자본재(혹은 그냥 “자본”)라고 보며,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용도로 정의한다(Samuelson & Scott, 1975, p. 50; Dow & Hendon, 1991).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자원과 인간의 노동력도 자본으로 보게 되었다. 1960년대 초반 슐츠(Schultz)와 베커(Becker)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은 근로자가 다른 자본 투입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언급하기 위해 

애덤 스미스가 말한 인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다시 언급하였다(Schultz, 1963; Becker, 1962). 따라서 문헌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자연 자본(토양, 대기, 산림, 수역), 인적 자본(인간의 생산성), 그리고 물질적이거나 재정적 자본 

(건물, 도로, 기술과 같은 인공물)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은 경제 발전에서 잃어버린 고리라고 

언급되는데(Grootaert, 1998), 개인이 속한 집단의 응집력과 생산성이 그들의 인적 자본의 총합보다 더 크다는 

믿음에서 발전했다.

사회적 자본은 인적 자원처럼 한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외적 상호관계로부터 생겨난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의 구조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학적인 특성을 지닌다(Henderson & Whiteford, 

2003).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개인이나 가족의 재산을 의미하는 용어(Portes, 1998; Walkup, 2003)로 사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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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자본 해체하기

사회적 자본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인지적인 요소와 구조적인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인지적인 사회적 자본은 “협력하는 문화와 이데올로기, 특히 규칙, 가치, 태도, 신념에 의해 

구체화되는 정신적 과정과 그 결과인 아이디어로부터 나온다.”(Uphoff, 2000, p. 218) 인지적인 사회적 자본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행동을 조절하거나 상호 간의 지지, 비공식적 정보 교환 등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구조적인 사회적 자본은 “협력에 기여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뿐 아니라 역할, 규칙, 관례, 절차”(Uphoff, 2000, p. 

218) 등이다. 구조적인 사회적 자본에는 수평적, 수직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수평적 측면은 거의 동등한 

개인이나 집단 간의 관계이고 수직적 측면은 권력이나 자원의 차이로 형성된 위계나 불평등한 관계, 구조와 같은 

것이다. 이처럼 구조적인 사회적 자본은 정부 정책과 이를 실행하는 공식적인 서비스 네트워크에 따라 구체화된다. 

 사회적 자본, 건강 그리고 정신건강 

그동안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스(Lomas, 1998, p. 1181)가 지적한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수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개인의 질병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상의 경험에서 배운 것을 

간과한 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를 조직하는 방법, 시민 간 상호작용의 장려,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상호신뢰와 협조는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제목으로 건강과 사회적 요소를 설명한 문헌은 이미 많이 있다. 그래서 학자 중에는 건강에 

사회적 자본을 도입하는 것이 그저 오래된 술을 새 병에 담은 것과 같다고 평하기도 한다(Labonte, 1999, in 

campbell, 2000). 건강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요소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의 건강이 더 좋지 

않으며(House, Landis. & Umberson, 1988) 응집력이 높은 사회의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사망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타나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Kawachi & Kennedy, 1997). 또한, 사회적 자본이 적은 경우에 

건강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개인 간 신뢰와 호혜성 규범의 수준에서 증명되기도 

하였다.

전인구의 건강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환율과 위험요인을 모집단 내 개인특성의 합으로 간주한다. 

질병을 유발하는 환경과 질병을 방어하는 환경을 둘 다 고려하면 환경적 요소와 개인의 건강이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진법적 관계라고 개념화 할 수 있다(Marmot, 1998).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은 환경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하는 힘이 있다. 즉, 사회적 요소를 포함하는 환경적 요소와 집단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이 집단에는 가족이라는 작은 규모로부터 한 국가 전체까지를 아우른다.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에 관심을 갖고 보면 개인을 조사한 결과 값의 총합이 설명하는 것 이상의 집합적인 결과가 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대감이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Putnam, 

2001). 사회적 자본이 건강에 유익을 주는 매커니즘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건강교육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며 비공식적인 돌봄을 받도록 한다. 또한 공중 보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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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주: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도움을 되돌려 주어야 하며, 자신을 도운 적이 있는 사람은 배신이나 

공격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규범(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영향을 주는 사회적 규범(예, 흡연, 위생, 안전한 성행위)을 강화하거나 변화시킨다(Baum, 1999; Kawachi, 

Kennedy & Glass, 1999). 향후 건강과 지역사회 간 관계(Gillies, 1997; Henderson & Whiteford, 2003), 그리고 

사회적 자본과 정신건강의 상호관계에서의 매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다방향인지의 여부와 인과관계인지 상관관계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Lochner, Kawachi & Kennedy, 1999). 

자료의 양이 부족하긴 하나, 이어서 논의할 사회화, 위기상황에서의 보호, 소득불평등, 자살과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4가지 영역은 건강과 정신건강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간이 된다.

사회화

대인관계 규범은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예,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사회화를 통해 전달된다.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문화적 규범과 사회에서 용인되는 행동이 전수된다. 개인의 사회적 자본 환경이 포함된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배경은 개인의 기능, 안녕(자아 존중감, 개인의 정체성),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OECD, 2001).

그러므로 사람의 건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뒤르켕(Durkheim, 

1897)은 사회적 유대감이 부족할 때 건강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고 처음으로 언급한 학자이다. 

화이트홀(Whitehall)은 연구를 통해 사회적 배제와 불건강 간의 관계(Marmot, Shipley & Rose, 1984), 사회적 

고립, 소외가 불행감이나 질병, 수명 단축과 관련된다(OECD, 2001)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빈스트라(Veenstra, 

2000)는 지금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을 연구에 도입하여 직장에서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 종교 

생활에 참여하는 것,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 등이 건강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직장에서 동료들과 어울리거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는, 인적자본을 통제하더라도 사회적 참여에 대한 질문 

중 건강과 가장 강한 관계를 보였다(K McKenzie, personal communication, 2000). 

카와치(Kawachi)와 동료학자들은(1997) 사회적 자본과 건강의 상호관계를 대인관계에서의 신뢰, 호혜성 규범1, 

조직구성원 간의 밀도(교회나 사조직, 노동조합 등과 같은 넓은 범위의 자발적 조직)를 측정하는 척도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신뢰의 붕괴와 사망률의 증가 간에 연관성이 있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의 수는 모든 원인의 사망률과 강한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집단 내의 멤버십 수준은 관상 

동맥성 심장병, 악성종양, 영아 사망률을 예측하는 인자가 되었다”(Kawachi et al., 1997, p. 1494). 멤버십과 

신뢰는 상관관계가 높았다. 이와 반대로 불신의 정도는 연령보정 사망률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회귀분석 결과 신뢰 

수준의 변화가 사망률의 58%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신뢰가 낮을수록 주요한 사망 원인의 비율이 높았다

(Berkman & Kawachi, 2000). 그러나 빈스트라(2000)는 인적 자본(소득과 교육에 의해 측정된 사회 경제적 지위)

을 통제하면 신뢰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파리스와 던햄(Faris & Dunham, 1939), 홀링스헤드와 레드릭(Hollingshead & Redlick, 1958), 레이튼(Leighton, 

1959), 그리고 브라운과 해리스(Brown & Harris, 1978)는 정신질환과 사회구조, 사회적 고립, 빈곤, 생활사건, 

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 관계를 보여주는 첫 번째 설명은, 정신질환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CHAPTER 6.  사회적 자본과 정신보건 • 75

정신적·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이동1”을 야기한다는 것이다(Goldberg & Morris, 1963). 가령 

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로 일상적인 대인관계에 대처하는 능력이 저해되거나 사회적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능력이 

저해된다(Murphy, 1972)는 견해가 이를 뒷받침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회적 유대감을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된다. 우울증이나 불안 등 보다 일반적인 정신질환에서도 사회화의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장애로 인해 결혼안정성이 무너지거나(Kessler, Walters & Forthofer, 1998), 십대에 부모가 되거나(Kessler et 

al., 1997), 사회적 관계가 소원해지는(Mickelson, Kessler & Shaver, 1997) 등 여러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개인의 수준에서는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사회적, 직업적 저하를 가져오는 증상을 제거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Hafneret al., 1999). 전통적으로는 이러한 개입의 성과를 임상적인 성과와 사회적 통합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사회집단에 주어지는 이익과 함께 인지적, 

사회적 자본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전인구 수준에서는 위험 요소를 줄이는 한편(예, 인지행동, 양육 기술 교육), 

널리 실행될 수 있는 보호전략(예, 사회적 교류를 확장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Rose, 1992).

위기에서의 보호 

정신장애와 빈곤한 사회환경(사회적 자본이 고갈된 환경)의 관계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이러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보다 정신적·사회적 스트레스 요인(힘든 생활 속 사건)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개인이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신적, 사회적, 물리적 

자원에 의해 조절가능하다(그림 6.1 참조). 따라서 이러한 자원이 증가되도록 개입하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이다(Marsella, 1995; Muntaner & Eaton, 1998). 예를 들어, 

실업상태이며 신뢰하는 사람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Perry, 1996), 이 

모든 것은 사회적 응집력의 붕괴로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사회심리적 요소가 병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노인들은 다른 위험 요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ratiglioni et al., 2000).

그림 6.1 사회적 자본과 심리 사회적 과정

사회적 자본의 감소

적대적인 환경, 취약성의 요소 증가, 정신 질환의 증대

개인적 불안/
행동의 변화

지역사회적 불안/
행동의 변화

사회적 완충,
지지 감소

1    역주: Social drift, 아픈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사회 계급의 하층으로 떠밀려 간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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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서의 지원과 지지는 사회적 자본 네크워크의 유용성에 달려있다. 이러한 네크워크에는 지역의 

종교기관과 정치조직, 경제 시스템, 핵가족이나 대가족(사회의 기본단위)이 포함된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가족은 먼저 스스로를 돕는데, 그래도 안 되면 친척들이 도와주며,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웃이 도움을 준다. 사회의 

기본단위는 회복되는 과정에서 먼저 감정적으로 회복되도록 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Cuny, 1994). 로즈

(Rose, 2000)는 러시아의 사회적 자본 네크워크가 소득보장, 건강, 식품소비와 같은 기본적인 복지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통합의 정도가 “정서적 건강”의 변화 중 거의 10%를 설명해준다고 

결론지었다.

사회적 자본은 정신건강과 정신장애를 또 다른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의 

생물심리사회(유전학, 신경생물학, 정신적 요소, 사회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었으며, 모든 사람의 정신건강이 

단순히 개인의 건강특성이나 위험요소의 총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이해하게 되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입으로 정신건강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심리 사회적인 결정요인과 관련된 

것(예, 인지적인 사회적 자본)에 목표를 두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T Harpham, personal communication, 

2000). 예를 들어, 뒤르켕은 사회규범(인지적인 사회적 자본)이 부재하면 사회가 해체되어 아노미 자살, 반사회적 

행동이 초래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회규범을 중시하는 사회적 자본에 개입하면 긍정적인 정신건강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소득 불균형 

퍼트넘(1993)은 번영하는 시민사회는 일반적으로 수직적 관계보다 수평적 관계가 강하다고 하였다(Putnam,1993). 

이는 사회적 자본과 불평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영향으로, 퍼트넘은 “평등이 시민 사회의 근본적인 특징”(Putnam, 

1999, p. 105)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최근 연구에서 “ ‘사회적 자본’이 많은 지역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시민 

불평등이 적게 발견된다.”(Putnam, 2001, p. 50)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머레이, 가키도, 프렝크(Murray, Gakidou, Frenk, 1999, p. 540)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 측정에서 건강 불평등과 사회집단간의 건강 차이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인구 집단 내 건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건강의 평균 수준에 초점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집단 

간 건강의 차이를 측정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규범적으로 중요하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건강에 

확실히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소와 건강 간 인과관계의 경로를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쉽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은 건강 상태의 저하와도 연관되어 있어서(예, Kaplanet al., 1990) 사회적 자본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카와치(Kawachi)와 동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1994)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면 그로 인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어 불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 촉진되거나 지속된다. 

사회적 자본이 적은 지역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도 적을 수 있어 이 지역은 불평등이 클 가능성이 높다(RG 

Wilkinson, personal communication, 2000). 또한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이 적고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안녕과 행복에 대한 자기평가가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Putnam,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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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킨슨은(Wilkinson, 1996) 소득이 불평등하고 유대감이 적은 사회 환경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불평등의 문화”

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불평등의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보다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며 응집력이 낮다고 하였다. 

또한 소득 불균형, 사회적 자본, 건강 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체건강에 미치는 사회심리적인 경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연구에서 평등한 곳(폭력이나 살인, 적대감이 적고 신뢰감이 높은 곳)일수록 사회 

환경의 응집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공중 보건에 파급효과가 있었다. 윌킨슨이나 퍼트넘, 

가와치의 연구에서 보듯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적절한 방법은 소득의 평등을 개선하는 것이다.

자살과 반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과 자살은 사회적 응집력의 강화나 부재가 원인이라고 밝혀졌다(OECD, 2001). 또한, 사회적 

응집력이 약하고 지역사회 조직이 붕괴되면 자살률(Durkheim, 1897)이나 범죄율이 높아진다(Shaw & McKay, 

1942)는 가설이 지속되었다. 사회해체는 “지역사회 구조가 지역 주민들의 공통적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자살률, 범죄율과 상관관계가 있다(Sampson & 

Groves, 1989). 사회 조직적 관점에서는 지역사회와 이웃이 공식적·비공식적인 관계인 우정, 혈연관계, 지인의 

네크워크로 형성되는 복잡한 구조라고 본다(Sampson, 1996). 범죄 통제적 관점에서 사회 해체로 인한 문제점은, 

지역사회가 더 이상 십대 청소년, 특히 갱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셔(Shaw)와 맥케이(McKay)는 

응집력이 강한 지역사회일수록 범죄 조직이나 폭력과 연루되는 청소년의 행동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Berkman & Kawachi, 2000).

샘슨(Sampson), 라우덴부시(Raudenbush), 얼스(Eearls)가 주민의 사회적 응집력과 신뢰에 대한 의식을 연구한 

결과, 사회 해체도 사회적 자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Earls, Sampson & Raudenbush, 1997). 

이들은 집단 효능감이 높을수록 지역의 폭력, 폭력으로 인한 희생, 그리고 살인이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사회적 자본과 폭력 및 살인의 관계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검증되었다(Kawachi, Kennedy & Glass, 1999). 생태적 

요인 분석에서도 신뢰감 수준이 낮은 사회는 폭력 수준이 높고(예 살인, 폭행, 강도, 절도) 재산침해범죄율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Berkman & Kawachi, 2000)

 정신건강증진과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으로부터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정신건강증진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사회 전체와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정신건강증진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증진시키고 관계를 강화하여 행동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과 사회적 자본 사이의 경로를 형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커니즘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건강행동, 서비스와 편의시설에의 접근성, 심리 사회적 과정이라는 세 가지 매커니즘을 살펴보려 한다.



78 • 정신건강증진

건강행동 

사회적 자본을 통해 건강정보가 보다 빨리 전달되고 건강행동에 대한 규범의 수용가능성이 높아지며, 건강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제를 가하도록 하여 전인구의 건강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혁신확산이론(the 

theory of diffusion of innovation, 19장 참조)에서는 혁신적인 행동(예, 예방서비스 이용)이 응집력과 신뢰감이 

높은 지역사회에서 더 빠르게 확산된다고 한다(Rogers, 1983). “집단 효능감”이 높은 지역사회일수록 반사회적인 

행동을 예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예, 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도 있다. 이 과정은 십대의 

약물 중독과 같은 일탈 행동을 예방하는 데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Berkman & Kawachi,2000).

서비스와 편의시설에의 접근성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서비스와 편의시설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응집력이 강한 지역사회에서는 

사회조직이 서로 적절하게 연결되어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병원 등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서비스나 

편의시설에의 접근성이 낮으면 빈곤, 위기, 만성적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사회적 자본이 연계되면 사회적 지지, 통합, 재활, 회복을 높이는 매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적절한 자원과 사회적 배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수에서 소외된 사람을 

사회적 자본으로 연결하는 매커니즘을 통해 주류의 자원과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Putnam,1995; 10장 

참조).

심리 사회적 과정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으면 생활 속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고 불건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심리 사회적 과정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심리 사회적 과정은 부분적으로는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 신뢰나 상호의존을 기반으로 하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해지며, 이러한 신뢰를 

통해서 불건강으로 이어지는 사회심리적 과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사회적 자본이 높은 지역사회일수록 아동이 신뢰와 상호의존의 가치를 배우는 과정이 더 빠르다. 이러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비록 서로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을지라도 서로에 대한 공공의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이나 상호존중의 규범으로 아동을 양육하기가 용이해지고 자기통제가 향상되며 공동의 생활문화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Berkman & Kawachi, 2000).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심리 사회적 자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례적인 결과 중 하나를 소개하면 

즉 응집력이 강한 지역에 살면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 응집력이 약한 사회에 사는 사람보다 건강이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erkman & Kawachi, 2000,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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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자본 형성 

지금까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자본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많이 밝혀진 상황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시민 자조집단을 만든다고 해서 그 집단 내에 사회적 

자본이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 회사, 시민사회, 

공공 영역, 성별이나 인종” 등의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원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족, 지역사회, 

회사,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관의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 질 수 있다(OECD, 2001, p. 45). 개입의 

수준에 상관없이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현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익이 되므로 생애 주기적 관점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접근하여야 한다. 같은 의미로 현재 

사회적 자본을 위한 투자를 중단하면 그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개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따라서 외부 자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거시적으로 사회정책을 

개혁하는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Grant, 2000; 그림 6.2).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 인적 자본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Bhargava et al., 2001; World Bank,1993). 그러면 

건강과 정신건강이 증진되면 사회적 자본이 구축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고 사회적, 정신적 지지를 제공하며 증상과 장애를 줄이기 위한 임상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건설적 관계를 맺어 생산적인 사회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은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양질의 

정신건강을 통해 시민사회에 보다 건설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구축이라는 

성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신건강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상호작용에 필요한 인지적, 정신적 특성을 

구성하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르완다와 캄보디아의 월드뱅크(WorldBank)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이 두 나라의 분쟁 이후에 사회적 자본을 재건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밝혀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Colletta & Cullen, 2000).

 결론 

한 국가나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은 사회적 환경의 특징이다. 사회적 자본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에서는 주로 횡단 연구데이터를 사용하며 혼합된 결과를 도출하였다(McCulloch, 2001; McKenzie, 

2000; Rose, 2000; Rosencheck et al., 2001; Weitzman & Kawachi, 2000). 지금까지는 정신적 불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자본과 다양한 정신질환의 부적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추세이다. 

사회적 자본이 정신질환의 역학이나 결과를 설명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인 도전 과제(Henderson & 

Whiteford, 2003)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과 적극적 정신건강의 연결고리를 찾고, 경제발전과 

복지 서비스의 효과와 지역사회 발전과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자본, 건강과 정신건강,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는 정신건강증진과의 관계는 전인구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구주제이자 논의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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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기 위한 개입방법

§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하기

예, 지역사회에 보건 실무자를 많이 고용하여 사회 네트워트의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 내로 자원이 유입되도록 한다.

§ 사회적 기관 만들기

예, 비정부 민간단체(NGO)를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킨다.

§ 지역사회 유대 강화하기

예, 계층이나 계급, 인종/민족, 종교 등으로 나누어진 집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모은다.

§ 시민모임 강화하기

예, 정책결정자에게 거시경제 정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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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국제인권체계는 정신건강증진의 틀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오늘날 국제인권 관련 논의에서는 정신건강도 

기본적인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1946년 최초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리는 것이 모든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라고 헌장에 명시했다. 또한 UN은 1966년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2

조에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국제적인 인권 논의에서는 단순히 정신건강권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인간의 정신적 안녕을 증진하기 

위해 특정한 정치사회적·경제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즉, 정신건강권의 요소를 확장시켜 시민권,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의 실현과 향유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사회에는 인권을 침해당할 위험이 높은 사람이나 집단이 존재한다. 차별이나 소외는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 이에 인권선언문에서는 국가가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정신건강권을 포함한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제인권의 틀은 정부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이해하도록 돕는 지침이 된다. 

 정신건강과 인권 

정신건강과 인권은 기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한 국가에서의 인권침해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반대로 인권을 누리고 향유하는 능력에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좌우된다(Gostin, 2001).

이미 오래전부터 대량 학살, 인종 청소처럼 인도주의에 반하는 학대, 인권 침해, 범죄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거나, 생활이 

전면적으로 붕괴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증가될 뿐 아니라, 트라우마로 우울이나 불안 등과 같은 보다 

만성적인 정신건강 문제도 유발된다(Rwema, 2003; Sotheara, 2003).

고문으로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를 하며 처벌을 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위해를 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도 해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강간이나 가정폭력, 다른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학대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ostin, 2001).

그러나 극단적인 형태의 인권 침해만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빈곤도 

정신장애의 위험성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명확해 지고 있다(WHO, 2001). 사람들은 

실업, 낮은 수준의 교육, 식량이나 주거의 부족, 의료보험이 없거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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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역할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는 동시에,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이처럼 빈곤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회적·경제적 요소는 더 나아가 건강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또한 투표, 정치참여, 의사표현의 권리, 정보취득과 전달의 권리, 집회·결사·이동의 자유와 같은 시민권을 

제한받는 것도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사안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지위를 발전시킬 기회를 

얻을 능력도 침해 받는다.

또한 차별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차별받는 사람들은 시민권, 정치권, 사회문화권에 있어 제한을 

받기 쉬워서, 사회 내에 통합되기 어려우며 균형 잡히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기도 어렵다. 차별이나 소외감 그 

자체뿐 아니라 차별이 개인의 존엄성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쳐서 정신건강이나 안녕이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Gostin, 2001).

 국제 인권 틀

국제인권기구에서는 포괄적이고 정신건강에 유용한 틀을 제시한다. UN에서는 국제권리장전(the International 

Bill of Rights)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과 1966년 채택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포함하고 있다.

후자의 두 협약은 UN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행사하여 협약에 명시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UN 회원국에서 이를 비준하고 있다. 반면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기본권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합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조항은 국제적인 관습법으로 인정된다.

이번 장에서는 주로 UN의 인권 체계에 대해 논의하지만 UN의 인권체계 외에도 인권을 수호하는 지역적 

매커니즘이나 기구도 다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럽의 인권보호조약(the European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950), 미주 인권협약(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78)과 아프리카 인권헌장(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1982; 반줄 헌장 the 

Banjul Charter으로도 알려짐)이 그러한 예이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신체적·정신적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감찰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2000년에 열린 22회 회의에서 건강권에 관한 일반 논평 14(General 

Comment 14)를 채택하였다. 이는 건강권의 의미를 알리고, 이를 요구하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위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여러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 시설과 물자·서비스·프로그램에 충분한 재원과 보건의료 전문가, 기본적인 

의약품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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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시설, 물자, 

서비스에 물리적으로 접근가능하고(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 내에 있어야 함), 경제적으로도 이용가능하며(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하고 누구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모든 사람은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전달할 권리가 있음)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보건시설의 질적 수준도 높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보건시설이 의료윤리와 비밀 보장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위생적이면서도 문화적, 의학적, 과학적으로 

적합하며 숙련된 의료진이 근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신건강을 위한 돌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고려하여 반드시 이러한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추면 기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와 약물이 결핍될 것이다. 여러 국가에서는 정신건강 

시설과 치료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이 낮고 부적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정신건강 치료에 대해 적정하게 보상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낙인과 차별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원칙을 세워둔다면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여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인권 틀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소를 명확히 하고 분석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인간의 모든 

권리는 상호의존적(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1993)이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이 다른 기본적인 인권을 실현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25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다른 생계 결핍 등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경제·사회·문화 권리 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서는 개별 국가가 

건강의 요소를 고려하고 국제권리장전(the International Bill of Rights)에 포함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킬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의식주, 직업, 교육, 사회참여, 

과학발전의 혜택, 반차별, 평등, 고문 금지, 사생활 보장, 정보접근, 집회·모임·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건강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차별로부터의 자유는 국제 인권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이다. 건강권을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건강권을 행사하고 향유하는 데 있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이나 이견, 출신국가, 

사회적 배경, 재산, 출생, 신체적·정신적 장애, 건강수준(HIV/AIDS포함), 성적취향, 시민적·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보건의료 시스템이나 건강결정요인에의 접근과 이를 위한 수단 및 자격에 차별을 

가하는 것을 금지한다(General Commen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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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여성이나 아동, 난민은 정신질환을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소외와 차별로 인권이 유린될 가능성이 있다. 유엔 

건강기본권 특별보고관(the United Natio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Health)은 차별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소외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해당 집단의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데 영향을 받는다.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불건강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신장애나 HIV/AIDS와 같은 특정 건강조건으로 인한 차별과 낙인으로 사회 분열이나 불평등이 심화된다

(Hunt, 2003).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CESCR)이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한편, 국제인권담화는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불평등을 알리는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유엔 인권체계에는 

국제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뿐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여성차별철폐협약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난민지위협약(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이 

포함된다.

전 세계의 여성은 빈곤이나 인권 침해로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 이들은 사회에서 불평등한 지위에 처해있어 

취업과 교육, 시민권 행사에 있어 자주 차별을 당한다. 또한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로 여성은 가정 

내 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 이는 여성이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질환 발병률이 높다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2001년 세계건강보고서(World Health Report)에서는 “여성은 전통적인 역할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WHO, 2001, p. 42).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여성이 취약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이 정치적·사회적·

경제적·문화적 생활에서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 

폭력과 성폭력을 막기 위한 법 제정, 법 집행 및 정책 입안을 요청하였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12조는 여성의 

건강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9년 유엔 여성폭력근절협약(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서 12조를 실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채택한 일반 권고문 24를 보면, 여성이 

건강서비스 이용할 때 경험하는 장애물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이 성차별, 폭력, 빈곤, 무력 분쟁, 혼란 및 다른 

형태의 사회적 박탈 등으로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고, 각국에서 여성의 요구와 인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수자들도 취약 계층이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법적 지위나 인지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정서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은 정서적·신체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소수자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빈곤한 환경에서 살아가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실로 

인해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기도 한다. 또한 소수자들은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비롯하여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의견을 제기할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동의 정신적·행동적 문제도 

심각해서(WHO, 2001), 아동이나 가족 모두에게 해가되며 고통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질병을 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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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지 못해 계속 유지되고 결국 성인기에 더 악화되기도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영적·도덕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 적절한 생활수준이 기반(제27조)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요청하는 

권리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학대로부터의 보호와 비차별, 생명권·생존권·발달권, 

아동의 최대 이익 고려, 아동의 관점 존중 등이 포함된다. 이 협약에서는 아동의 교육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안녕과 발달에 유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이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32조). 마지막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아동도 인간으로서의 위엄을 보장받고, 자립을 증진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조항을 두었다(제23조).

난민, 추방당한 사람, 대량 학살이나 인종 청소, 전쟁 관련 폭력, 처형, 탄압 등으로 삶에 위협을 받았던 사람도 

취약계층에 포함된다. 이들은 과거에 겪은 트라우마뿐 아니라 실업, 빈곤, 기아, 인종차별, 보건의료 서비스 부족, 

나약한 신체적 건강,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의 부족, 소외, 사회적 고립, 가족이나 지역사회 네트워크나 사회적 

지지의 부재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Jablensky et al., 1994; Jaranson, Forbes 

Martin & Ekblad, 2000).

유엔 난민지위협약(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난민이나 무국적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들은 출생국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협약에서는 종교·집회·거주지 이전의 자유, 재판 청구권, 유급의 일자리, 주거, 교육에 

대한 권리와 재산권 등의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함한 일련의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난민과 무국적자들은 인권법으로 부터도 보호를 받는다(1949년의 제네바 협정). 

인권법은 비록 그 출발점이 다르고 실행 시 다른 메커니즘을 사용하기는 하나,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출생, 빈부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인간의 존엄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인간권리법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지닌다

(WHO, 2002).

마지막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인권을 침해당하기 쉽다. 주로 정신과 치료기관에서 부적합하고 

유해한 치료와 돌봄을 받거나 비위생적이고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등의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 또한 

제도적 맥락 외에서 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낙인, 미신이나 잘못된 인식으로 

차별을 받기도 하고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해서 일상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전 

세계의 정신장애인은 이로 인해 취업, 교육, 주거 분야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WHO, in press). 그동안 보아 왔듯이 

이러한 낙인이나 차별은 한 개인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사회로 재편입되며 병으로부터 회복될 능력을 갖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 

모든 사람의 정신건강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엔 인권체제 속에 특별히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법적 규제를 가하는 

국제기구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장애에 대한 유엔의 국제적 프로그램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도 

장애인에 포함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1982년 UN에서 채택한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과 1993년 채택한 장애인의 기회 균등에 관한 표준 규칙(the 

Standard Rules on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근거하고 있다. 2001년에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에 관한 유엔 협약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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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영역에 충분히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을 특별한 사람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장애인도 인권에 기반해서 비장애인과 같이 

ICESCR과 ICCPR에서 제시한 동일한 기본권을 갖고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1991년 UN이 채택한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for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이하 MI 원칙)에는 정신장애인의 권리에 문제와 우려가 많으므로 

정부가 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개인의 자립, 사회통합과 동시에 개인의 자율권을 

증진시키는 치료를 받을 권리, 강제입원과 치료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 돌봄과 치료의 기준에 관한 권리, 최소의 

통제적 환경에서 최소로 제한되는 치료를 받을 권리,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일할 권리, 

지역사회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MI 원칙의 중요한 윤리적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개별 국가는 당면한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재정과 인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정신건강증진을 실현할 때 어려움이 

많다. 또한 건강이나 발전과 관련된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신건강을 등한시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많은 국가에서는 인권 실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원부족을 

핑계 삼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서는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혁과 구조 조정 및 투자와 정부 부문에서의 계획이 필요하므로, 하루아침에 달성될 수 없다고 

인식하여 점진적으로 건강권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General Comment 14, 2000년 22회기 시 채택).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하고 신중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며 모든 가용 자원을 

공평하게 사용하도록 보장해 달라고 각국에 요청하고 있다(General Comment 3, 1990년 15회기 시 채택). 

위원회에서는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수행해서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 관련 사회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 특히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여러 국가에서는 UN의 정신장애인 보호를 위한 원칙(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권리 증진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멕시코, 헝가리, 코스타리카, 

포르투갈, 호주는 이 원칙의 전부 혹은 일부를 국내법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 등의 

국가에서는 이 원칙을 정신건강정책을 만드는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WHO,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이를 국제적 기준으로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도와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신건강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론 

기본권과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는 모든 사람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근간이 된다.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며 자유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권의 틀은 정신건강의 중요한 요소를 찾고 주장하는 데에도 유용한 도구가 된다. UN의 인권체제를 구성하는 

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가치와 원칙을 옹호하고 있다. 개별 국가에서는 건강 정책과 법안,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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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하고 실행하며 모니터하여 평가할 때 이러한 가치와 원칙을 참고할 수 있다. 각 국가는 정부에서 비준한 법적 

규범이나 기준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수행을 평가하는 유용한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정부는 인권을 통해 법적 의무를 부여받고 개인과 공동체는 인권을 통해 권리를 부여받는다. 인권은 권력을 

동등하게 배분하도록 하여 소외된 사람의 무력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WHO, 2002). 평등의 원칙이나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원칙은 국제인권 틀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권리는 국제권리장전이나 기타 UN 기구에 

반영되어, 소외계층이 건강에 관련된 문제나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한다. 

정신건강증진은 단순히 건강을 돌보는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광범위한 영역의 실천가와 이해관계자의 

행동과 개입을 필요로 한다. 인권은 시민·문화·경제·정치 및 사회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틀을 

제공하여, 정신건강을 고려할 때에 광범위한 정신건강 요소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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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정신적 불건강을 줄이고 정신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이러한 현상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정신적 

불건강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나라에서 이를 치료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고, 정신적 

불건강이 사회적, 경제적 분야에서 부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VicHealth, 1999). 

또한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에서 정신적 불건강이 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Desjarlais & Kleinman, 1997).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강조함으로써 일부 

정신질환의 발병률이 낮아지고 정신건강이 증진될 뿐 아니라, 신체건강, 교육, 업무 수행능력, 관계, 지역사회 

안전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2장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의 개념에서 논의하였듯이, 정신건강과 

안녕의 증진은 건강 프로젝트인 동시에 정치적 프로젝트이기도 하다(Mittelmark, 2003). 

정신건강과 안녕을 증진하는 데 있어 그 과정을 위한 개념적, 실천적 틀은 핀란드, 영국,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지난 십여 년에 걸쳐 발전되었다. 이 장에서는 정신건강의 주요 사회 경제적 요인에 대해 논의하면서 

호주의 빅토리아 건강증진재단(the Victorian Health Promotion Foundation, 이하 VicHealth)에서 개발한 틀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세 가지 결정요인을 살펴보면서, 개념, 새로운 증거, 다양한 분야의 역할에 대한 예시,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형성된 파트너쉽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틀이 발전되고 활용되는 과정은 2장에서 살펴본 것과 

유사하다. 

 정신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빅토리아 건강증진재단의 틀

1978년 알마아타에서 개최된 국제일차 보건의료회의(the International Primary Health Care Conference)에서 

건강도 하나의 인권이고, 건강증진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며, 건강 불평등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알마아타 선언과 오타와 헌장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모델을 소개하였는데(1, 2장 참조), 이 모델은 현재 건강증진 실천을 위한 공통적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로버슨과 밍클러(Roberson & Minkler, 1994)는 큰 영향력을 발휘한 오타와 헌장 제정 이래로 이십여 년 동안 

발전된 현대 건강증진의 요소를 다음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건강결정요인의 범위를 확장하여 건강과 불건강을 유발하는 사회적, 경제적 맥락을 포함

■ 건강에 있어 개인 생활방식을 강조한 초기 전략에서 벗어나 폭넓은 사회적, 정치적 전략의 고려

■   주요 건강증진 전략에 개인과 집단의 임파워먼트 개념 포함; 건강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전략 수립에 

지역사회 참여의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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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정신건강과 안녕의 증진을 위한 빅토리아 건강증진재단의 틀

정신건강과 실천을 위한 주요 요인

사회통합 차별과 폭력으로 부터의 자유 경제적 참여

■ 지지적 관계

■ 집단활동 참여도

■ 시민참여

■ 다양성의 가치인정

■ 신체적 안전

■ 자기결정과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

■ 직업

■ 교육

■ 주거

■ 소득

인구 집단 & 실천영역

인구 집단 건강증진 활동

■ 아동

■ 청년

■ 여성과 남성

■ 노인

■ 원주민 공동체

■ 다문화 공동체

■ 시골지역 거주자

■ 조사, 모니터링, 평가

■ 독립생활 기술 향상

■ 조직개발

■ 지역사회 역량강화

■ 의사소통과 홍보

■ 법적 옹호와 정치 개혁

분야 & 실천

주거

교통

지역사회

기업

교육

공공

직장

학교

스포츠, 예술, 여가

지방정부

건강

사법

중기적 성과

개인 조직 & 지역사회 사회

■ 소속감 증진

■ 자존감 향상

■ 자기 결정과 통제력 고양

■ 조직의 접근성과 책무성

■ 안전하고 지지적이며 통합적인 환경

■   통합적이고 지지적인 공공정책과  

프로그램

■ 입법적 기반

■ 자원 배분

정신건강증진

장기적 이득

개인 조직 & 지역사회 사회

불안과 우울 감소

약물 오남용 감소

신체건강증진

직장, 가정, 학교의 생산성 증가

폭력과 범죄 감소

건강 불평등 감소

삶의 질과 기대수명 향상

자료 출처: VicHealth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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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Health가 정신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틀을 만들어 나간 것은 이러한 맥락 하에서이다(VicHealth, 

1999).

표 8.1에서 보듯이 이 틀은 사회통합,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경제적 참여라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요인을 다루는 건강증진 활동은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건강증진 방법론은 중기적 성과(소속감 증진, 안전하고 

지지적이며 통합적인 환경, 접근가능하고 책무성 있는 기관, 지지적이고 통합적인 공공 정책, 법률적 기반)를 

보장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는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약물 남용감소, 신체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 등 여러 

다른 장기적 이득을 가져온다.

 준거틀의 핵심 측면

다분야적 접근

공공 정신건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관한 논의를 보건영역에만 한정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실업, 

교육, 교통, 주거, 사법제도, 사회복지와 환경구축 등 여러 분야와의 연계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Friedli, 

2002, p. 1).

최근에는 건강이 증진되면 정신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심장질환 예방에 있어 신체활동, 흡연규제, 영양 등의 심장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는 지식이 부족했던 삼십 여 년 전을 떠올려 볼 때, 그리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삼십 여년이 지난 

지금은 다양한 영역에서 심장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심장질환 예방에 기여한다는 증거가 많아져 이러한 의견이 

인정받고 있다(2장 참조).

현재도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건강에 대한 의료적 패러다임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앞에서 언급한 

심장건강과 같이, 의료체계 외부에 정신건강증진이나 정신적 불건강 예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전체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지, 그리고 공공영역, 

민간영역, 비정부영역 기관 간의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정신건강증진과 안녕을 이룰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은 

건강영역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고 사랑하며 교육받고 일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모든 영역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Walker & Rowling, 2002).

다양하고 상호보완적인 건강증진 방법의 활용 

오랫동안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방법을 활용해 왔다. 건강증진 이론을 정신건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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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증거를 구축하고 전략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와 평가

■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활동참여를 증가시키고 안정적, 지지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기관의 

역량개발

■   시민의 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개발 접근을 활용하고 지역사회가 우선적 실천영역을 분명히 

표현하도록 지원

■ 정신건강증진 이론과 실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축

■   지역사회모임, 회의, 포럼 등 지역과 전국 단위의 매체와 통로를 통해 정신건강증진 관련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

■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자원배분, 법률 및 규제 개혁을 위한 옹호활동

사회적, 경제적 결정요인의 강조

향후 이십년간 구조적 실업으로 비정규직과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직업이 증가하며, 빈부격차, 인구이동, 

기술발달, 개방무역 그리고 규제가 적은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어 사회적 유대는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Murray, 2001; Zubrick et al., 2000). 이렇게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급속해지면서 인간관계와 가족의 붕괴, 

아동학대, 조기학업 실패, 우울, 자살, 알코올 및 약물 남용, 10대 임신 및 폭력 등으로 이어져, 아동과 청년의 

정신건강이나 안녕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Zubrick et al., 2000).

이 책에서 여러 번 논의했듯이 정신건강 요인에 대한 지식은 계속 축적되고 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은 정신건강의 

주요한 요인이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영역이다:

■ 사회통합과 지지적 사회네트워크에의 접근

■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가족, 사회 및 지역사회 환경

■ 다양한 활동에의 접근

■ 가치 있는 사회적 지위의 확보

■ 신체적, 정신적 안전

■ 자기결정권과 자기 삶에 대한 통제의 기회

■의미 있는 고용, 교육, 소득, 주거에 대한 접근

이러한 요인이 알코올 및 약물 남용(Resnick et al., 1997), 범죄(Homel, 2001), 학교 중퇴, 낮은 학업성취

(Zubrick et al., 2000)와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 사회 경제적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한 

전략은 결국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VicHealth 틀에서 주장하는 정신건강의 세 가지 주요한 요인인 사회통합,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경제적 참여에 대해 더 자세하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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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의 증진

개념

사회적으로 통합된 사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란 한 개인이 지역사회로 

통합되도록 돕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체계에서 단절되는 과정이다(Cappo, 2002).

개인에게 사회적 통합이란 지지적인 관계를 맺고 단체 활동과 시민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를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친밀한 일대일 관계를 맺는 데 

유의미한 역할과 자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나는 주 효과로 스트레스 상황이든 아니든 사회적 네트워크가 정신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스트레스의 완충제로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스트레스를 완충하거나 중재하여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의 

안녕을 증진시킨다(Kawachi & Berkman, 2001)는 것이다.

증거

사망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강문제, 그리고 취약한 사회적 네트워크 간에 유의미하고 지속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Berkman & Glass, 2000; Seeman, 2000).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지지의 부족은 심장병의 

유병가능성 증가, 임신과 출산 중의 합병증 그리고 자살과도 연관이 있다(Syme, 1996).

호주의 국립심장협회에서는 심장질환과 관련된 주요 심리적 위험요인을 검토하여 관상동맥성 심장병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우울, 사회적 고립,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 심장병의 원인 및 예후와 독립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강하고 지속적인 증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Bunker et al., 2003).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는 11장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사회적 연계와 네트워크의 취약성은 정신건강의 취약성과도 관계가 있다. 호주의 청소년 건강센터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취약한(대화할 사람·신뢰할 사람·의지할 사람·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 

정의) 청소년은 신뢰할 만한 관계가 있다고 답한 청소년에 비해 우울증 증상을 경험할 확률이 두 세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lover et al., 1998). 이와 유사하게 1952년에서 1993년까지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메타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불안의 증가와 사회적 관계의 감소는 상관관계가 있었다(Twenge, 2000).

앞서 논의하였듯이 지역사회 참여의 수준, 사회적 지지,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범죄율과 심리적 고통의 

경험은 저하되며 교육적 성취와 경제적 성장이 향상된다(Berry & Rickwood, 2000; 10장 참조). 사회적 상호작용이 

적극적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은 노인과 같은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잘 

나타난다(Seeman, 2000).

실천

이처럼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지역의 개입에 대한 평가는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효과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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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에 있어서의 목적은 조직이나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며, 참여하고 소속될 기회를 의식적이고 조직적으로 

늘여가는 것이다. 또한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을 계획,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지역사회에서 사람이 소외되지 않는 환경과, 반대로 과잉 밀집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집단이나 모임, 네트워크에의 참여를 높이는 조직적 차원에서의 전략도 포함될 수도 있다.

전인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여 정신건강이 증진되고 우울이나 불안이 예방된다는 

연구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건강에 있어서의 취약성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으며, 성별, 사회 경제적 

지위, 생애주기별 단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Kawachi & Berman, 2001), 대부분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입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Rychetnik & Todd, 2004). 이러한 개입의 대부분은 여러 형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박탈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개인, 단체, 지역사회의 사회적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박탈로 

인한 증상보다는(혹은 증상과 함께) 박탈의 원인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이것도 특정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사회에 

한정된 것이다. 경제사회통합센터(the Centre for Economic and Social Inclusion)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데(www.cesi.org.uk/_newsite2002), 다음은 이런 방식으로 실천한 두 가지 사례이다.

샌프란시스코의 도시 디자인 – 도로 세 곳에 관한 이야기

샌프란시스코의 도로 3곳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교통체증, 유대감의 정도, 그리고 안전에 관한 것이

었다. 통행량이 가장 많은 도로에는 하루에 대략 16,000대의 차량이, 다른 도로는 8,000대, 가장 통행량이 적은 도로는 2,000대의 차량이 

통과하였다. 교통량이 적은 도로 주변에 사는 사람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변에 사는 사람보다 지역사회 주민을 친구로 사귀고 있는 경

우가 세 배나 많았다. 교통량이 적은 도로 인근의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반면, 교통량이 많은 도

로 인근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자신만을 지키며 공동체 의식이 낮았다(Dora & Philips, 2000).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계획이 어떻게 환경

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등하굣길 초등학생 보호 프로그램

호주의 1,000명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걷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았는데도 네 명 중 거의 세 명이 통학 시 차

량을 이용하고 있었다(VicHealth, 2003b). 걸어서 통학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활동의 사회적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걸으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느낌을 가졌고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재미있었다고 대답하였다. 

The Walking School Bus 프로그램은 성인 자원봉사자의 보호 하에 아이들이 도보로 통학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 아이들이 정기적인 신체적 활동을 하게 되고 

■ 교통 체증과 학교 주변의 환경오염이 감소되었으며

■ 아이들이 지역사회와 친근해지고 도로안전과 보행자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얻었으며 

■   지방정부와 학교, 가족, 지역사회의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긍정적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학생과 프로젝트 지지자들 간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가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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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폭력의 감소

개념

성별, 문화적·종교적 배경, 성정체성, 정치적 신념, 건강상태, 능력의 수준에 따른 차별과 폭력은 인류의 

지속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극단적인 폭력의 형태로 이어지는 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독일의 나치, 호주의 

원주민,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그리고 세계 곳곳 여성들의 삶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Walker, Moodie & 

Herrman, 2004). 

인종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미디어가 소수 집단에 대해서는 덜 보도하는 경우

■ 소수집단과 관련된 갈등을 보도할 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경우

■ 제한적인 이민 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 소수집단에 대한 교육이나 취업에 제한이 있는 경우

■ 적절수준의 건강, 주거, 기본인프라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Sanson et al., 1998)

폭력이란 “개인, 집단 혹은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위협이나 실제로 행사되는 물리적인 힘 또는 권력으로, 이로 

인해 상해, 죽음, 정신적 피해, 발육불량, 결핍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WHO, 1996)고 정의된다. 

폭력 및 건강에 대한 세계보고서(the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에서는 폭력을 누가 행사했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 자살이나 자해 등 자기주도적 폭력

■   대인적 폭력: 두 종류로 분류되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 의한 폭력,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일어나는 지역사회 폭력

■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무력 분쟁, 억압, 인권 유린 등의 집단적 폭력 (WHO, 2002)

이 보고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폭력으로 인한 문제의 

범위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보고된 여러 자료를 인용하여 여성의 10~60%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한다고 설명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여성 네 명 중 한 명이 

가까운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높게는 여자 아이의 삼분의 일이 성적 행동을 강요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매춘을 강요받거나, 학교나 직장, 의료 기관 등과 같은 다른 환경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WHO, 2002).

증거

인종차별에 대해 지역사회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차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가보고와 취약한 

정신건강 간에 상관관계가 지속된다고 하였다(Krieger, 2000). 예를 들어, 인종차별은 안녕감·자존감·통제감이 

낮은 것과 심리적 고통, 우울, 불안 등의 정신질환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증명되었다(Brown et al., 2000; Kess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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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kelson & Williams, 1999; Williams & Williams-Morris, 2000; Williams, Neighbours & Jackson, 2003).

대인 폭력의 경험과 부정적인 정신건강 결과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도 많다. 예를 들어 대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통증 증후군, 공포증, 약물 의존을 보이는 동시에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타나났다(WHO, 2002)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과 관련된 질병부담에 대한 연구에서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이 15

세에서 45세 호주여성의 건강을 악화시킬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질환 역시 건강에 큰 

부담이 되었다(VicHealth, 2004).

집단 따돌림의 형태로 자행되는 대인적 폭력과 취약한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도 있다.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우울, 낮은 자존감, 취약한 자아상, 외로움, 불안과 관련되어 있다(Hawker & Boulton, 

2000). 14~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빅토리안 연구에서 폭력의 희생양이 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2~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ond et al., 2001).

실천

차별적인 태도와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준에서의 개입이 가장 효과적이다(Rychetnik & Todd, 2004). 

그 예로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인종차별방지법과, 성별로 인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성희롱신고절차 등이 있다. 법률 개혁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넓은 범위에 걸친 의사소통 

전략을 결합하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이를 잘 보여주는 실천의 예이다.

입법 개혁과 대규모의 의사소통전략은 차별적인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사회적 차원의 

메커니즘이기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최근에는 차별을 줄이기 위한 다른 접근법으로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는 “접촉 가설”을 기반으로 한다(Oskamp, 2000). 이 가설은 대부분 편견이 무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집단 간의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조건하에서 서로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근거로 한다.

페티그루와 트루프(Pettigrew & Tropp, 2000)는 집단 간의 접촉으로 편견이 감소된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25

개국의 90,000명을 대상으로 한 203편의 연구에 대해 메타 분석을 실행한 결과, 94%의 연구에서 접촉과 편견 간의 

역관계가 발견되었다. 연구자들은 집단 간의 접촉이 차별을 감소시키는 성공 요소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인종차별이 승리하면 스포츠에서 패배한다.

호주는 스포츠 분야에서의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이 스포츠 조직과 함께 윤리 강령을 만들었다. 이 강령에는 스포츠

클럽 내에서 인종차별을 지속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에서 인종차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기 위해 의사소통전략과 마케팅 캠페인 실시하였다. 호주에서는 스포츠가 인기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노력으로 공정한 경기와 스포츠 클럽간의 팀워크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일 것

이다. 입법 개혁과 광범위한 의사소통전략을 함께 실천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신건강과 안녕의 주요 요인을 다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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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접촉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네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즉 집단 간 평등한 상태, 공통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협력 

활동, 공동의 관심사와 인간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권위자의 지지가 필요하다. 둘째, 집단 내부와 외부의 구성원 

모두의 관점을 고려한다. 셋째, 신뢰, 사회적 거리, 고정관념 등과 같은 편견의 여러 요소를 개선하도록 접촉하여야 

한다. 넷째, 직장과 조직을 통한 접촉이 여행이나 관광 환경 등에서 보다 더 강한 효과를 갖는다. 다섯째,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수정하기 위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규모의 긍정적인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저항한다. 다음 개입은 실제적으로 접촉가설을 실천한 예이다.

예술을 통해 차별에 대응하기

토치 프로젝트(The Torch Project)는 빅토리아주 외곽지역에서 인종차별을 알리기 위해 고안된 지역사회 시범사업이다. 예술가들은 

지역사회의 토박인 젊은이들과 함께 차별, 폭력, 억압을 다루는 연극 작품을 만들었으며, 이 젊은이들은 지역주민과 함께 작품을 공연했

다. 참여자들은 토치 프로젝트를 통해 접촉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었고 우정이 싹텄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차별이나 폭력의 문제가 청

중에게 전달되어 더 폭넓은 차원에서의 지역사회 담론으로 이어졌다.

많은 자료에서 뿌리 깊은 폭력,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ychetnik & Todd, 2004). 편견은 무지와 관련되어 있지만, 차별과 

관련된 폭력은 권력 간 불균형으로 지배세력이 되기 위한 사회구조적 관계에 뿌리내리고 있다. 인종과 성별로 인한 

폭력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습적인 폭력을 알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 방식으로 접근한 예로, 인도의 농촌보건 프로젝트(CRHP)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예에 

대해서는 18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포괄적인 농촌보건 프로젝트(CRHP), Jamkhed, Maharashta, India

인도 지방의 일차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여성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자신과 가족, 이웃과 친구들의 건강에 기여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들은 전통적

인 역할인 아내와 어머니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경제활동을 할 정도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지역사회에서 이

들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가정폭력 수준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이러한 지역사회개발 접근을 통해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차별과 폭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CHAPTER 8.  정신건강의 사회적, 경제적 결정요인에 대한 대응 : 실천을 위한 개념적 틀 • 101

경제적 참여의 증가

개념

경제적 참여는 단순히 완전고용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적절한 고용(예. 안전, 적절한 임금, 직업에 대한 만족)

으로부터 부적절한 고용과 실업에 이르는 연속체(Dooley, Prause & Ham-Rowbottom, 2000)를 포괄한다. 또한, 

돈을 벌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의식주의 해결이 가능한지도 포함한다.

증거

여러 연구에서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낮고 소득이 적으며(Astbury, 2001, VicHealth 2004; Schwabe & 

Kodras, 2000; WHO, 2000)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실직인 경우에(Creed, Machin & Hicks, 1999; Power et al., 

2000), 정신건강의 상대적 취약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계급이 낮으면 물질적, 사회심리적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제한되며 개인의 자율성과 중요한 생활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WHO, 2000). 이러한 요소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는 연쇄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쥬브릭(Zubrick)과 동료 학자들의 연구에서는 

실직한 부모의 자녀는 정신건강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며 학업성취도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Zubrick et al., 

2000 in Walker & Rowling, 2002; 12장 참조).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동과 혜택 받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불안 수준이 높고 우울, 

물질남용, 비행행동을 보이며 적응적 기능이 낮게 나타난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다양한 

역경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radley & Corwyn, 2002; McMunn et al., 2002; Power et al., 2000).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 실업, 소득 불안정과 정신적 불건강 사이의 관련성은 잘 알려져 있다. 감원, 복지혜택의 

감소, 세계화, 비정규직화, 복지개혁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정책이 전인구와 하위 

집단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다(Kaplan & Lynch, 1997).

우리는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고 그들의 지위가 많이 하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완전하고 유용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는 불안을 느끼고 배재되며 

소외되는 사회보다 더 건강한 사회일 것이다(Wilkinson, 1998).

실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저소득, 저학력, 제한된 교육, 불안정한 고용, 스트레스가 심한 근무 

환경, 실업, 열악한 주거환경, 폭력, 황폐한 주위환경, 참정권 박탈 등과 같이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사회 경제적 

조건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고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활동의 범위는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취업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차원에서 사람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창업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법률적 통제, 옹호, 조직과 

지역사회의 능력 구축 등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전략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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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예는 다분야 간 협력을 보여준다.

화이트라이언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 교정시설과 민간기업의 파트너쉽을 통해 출소 후 지역사회로 돌아온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지지적인 취업을 하

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각 작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기술을 축적하고 주류 사회와 소통하여, 자신감이 증진되며 재범률

이 낮아졌다(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whitelion.asn.au 참조). 

이 프로젝트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정신건강과 안녕을 증진하는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시 재건 프로그램

영국의 뉴캐슬어폰타인 지역에서는 550만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2년~1998년에 주택재건 5개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개선, 외부수리, 보수, 빈집철거, 개인주거지 수리보조, 보안 및 도로 안전개선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

하였다(횡적 자료에서는 한 가지 이상 정신건강 문제가 10% 감소하였으며, 종적 자료에서는 “신경증적 문제”가 50% 감소하였음). 흡연율

은 횡적, 종적 자료 모두에서 절반으로 감소하였다(Blackman et al., 2001).

 실행을 위한 틀: 난민 공동체의 정신건강증진 

지난 4년 동안 VicHealth 틀은 전인구와 개별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시 

지침으로 활용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의 사회 경제적 결정요인에 대응하며 동시대의 다양한 건강증진 

방법을 서로 다른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고안되었다. 다음은 VicHealth 틀을 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적용하는 실천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난민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현재 세계적으로 1,700만 명이 넘는 난민과 강제 추방된 실향민이 있으며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UNHCR, 2004). 7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 폭력, 그리고 인권유린의 원인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망명하거나 제3국에 정착해야 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UNHCR, 2002). 

난민과 망명자를 받는 나라가 많지만 난민보호소나 재정착하는 환경에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 

경제적 요소가 많다는 증거가 있다(Chung et al., 2001; Dyregrov, Gjesta & Raundelen, 2002; Gorst-Uns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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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enberg, 1998; Hyman, Beiser & Vu, 2000; Silove et al., 1997). 이는 바로 이들을 수용하는 지역사회의 

적대감이나 인종차별뿐 아니라 주요 문화적·법적·경제적 기관과 가족·공동체의 지지 그리고 주거나 소득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자원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VicHealth, 2003a). 이러한 문제는 강제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추방 및 분쟁, 사회적, 경제적 소외로 인해 발생한 기존의 취약성을 한층 악화시킨다(Silove et al., 1997; Thomas 

& Lau, 2002).

호주는 UN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다른 나라와 더불어 망명자들이 다수 입국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난민기구

(UNHCR)와 협력하여 정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빅토리아 주에 정착하고 있는데, 

빅토리아 주에서는 VicHealth 틀을 활용하여 새로 정착하는 이들의 정신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주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 난민 공동체가 함께 일하고 있다. 

VicHealth 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빅토리아 주는 VicHealth 틀을 기반으로 난민 공동체의 정신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다. 

연구: 학계의 참여

난민건강센터(the Center For Refugee Health)에서는 난민 아동의 정착 경험에 대한 종단연구를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난민 아동과 그 

가족이 정착하는 데 있어, 정신건강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과 이들의 정신건강과 안녕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정책, 

법률, 그리고 조직개편을 조사하는 것이다.

정책과 프로그램 개혁: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참여

호주로 오는 이민자와 난민은 주로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 기회가 있는 시골지역에 정착하는 경향이 있다. VicHealth는 이들 지역에서 

취업기회 이외에도 통합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영향과 농촌지역 두 곳의 난민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연구를 위탁했다. 평가를 통해 향후 정부 정책의 개발과 실행에 참고할 만한 좋은 프로그램을 가려낼 것이다.

지역사회 개발: 난민 공동체와 교육, 기업의 참여

멜버른의 아프리카 공동체는 성인 이민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신문 발간을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가 장래에 취업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훈련하는 것과 더불어, 신문을 통해 난민 공동체 내에서는 물론, 주류사회 및 기업과도 의사소통을 해서 정착

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아프리카 호주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신문은 여섯 개 언어로 발간되었고 현재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광고수익을 얻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역사회 기업: 난민과 주류사회, 교육, 기업의 참여

고령의 아프리카 남성들이 현장교육을 통해 ‘목공협동조합’을 만들고 목공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은 지지적인 관계

를 구축하였으며 영어·목공·마케팅·관리에 대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이는 이들의 자존감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상호신뢰로 이

어졌으며, 이들의 성공에 대해 가족과 지역사회도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이들의 멘터 역시 자신이 기여한 것에 대해 보람을 느꼈

다. 목공협동조합에서는 청년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조직의 역

량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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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발: 교육 분야의 참여

난민을 위한 교육체계의 개발은 사회연계라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난민 아동과 청소년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빅토리아 지역 학교와 기술대학 간의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정

책과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대안교육과 훈련을 하여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인력개발: 스포츠 영역의 참여

스포츠는 청소년과 청년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차별과 소외의 장이 되기도 한다. 다문화청

소년센터는 스포츠단체와 협력하여 난민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며 스포츠 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감소시키려 노력하고 있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류활동에 접근이 가능해지고 여러 문화의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옹호와 입법 개혁: 종교기관의 참여

난민의 인권과 종교에 관련된 네트워크인 “망명신청자를 위한 프로젝트”에서는 난민 관련 문제를 알리기 위해 “더 나은 방법: 난민, 수

용, 호주”를 출간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망명 관련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망명신청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며 이들

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옹호활동을 통하여 망명신청자, 특히 아동을 수용하는 호주의 망

명 정책이 개선되고 있다.

의사소통: 미디어의 역할

정신건강과 안녕에 있어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함께 하면 더 잘 할 수 있다.” 라는 캠페인이 실시되

었다. 이 캠페인은 사람들이 나이와 문화에 상관없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쇄물과 라디오광고를 

통해 이러한 연계와 적극적 사회참여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그 실행방법을 설명하였다.

의사소통과 마케팅: 예술가, 지역사회, 지역사회리더의 참여

출판물을 통해 다문화주의에 대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함으로써 정신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멜

버른에서의 다문화생활 : 함께 하면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책자는 지역사회 구성원 300명이 사진작가와 함께 다양성을 존중하고 즐기는 

모습을 담아 만들었다. 주요 정치인과 지역사회의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자를 지원하고 주류 출판업계에서 출간하여 홍보하고 있다. 이 책

에 담긴 이미지는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기관의 지역사회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미래의 도전과제 

다양한 분야의 참여

모든 분야가 정신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분야 간 시너지 효과를 인정하고 질병이 아닌 건강에 초점을 

두는 용어를 찾아야 한다. 정신건강으로 인한 부담을 관리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나, 한정된 

자원을 두고 의료분야와의 경쟁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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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서로 연관성이 없는 조직이나 기관에서 정부 정책, 연구, 실천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다. 전인구를 위한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 활동을 개발하려면 각 기관을 초월하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계획, 실천,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진행은 더딜 것이다. 정부는 단기간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장기적 이득을 

매력적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을 공익으로 인정하는 초당적 정치 담화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제의 근원에 대한 관심

건강증진은 정신건강증진과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활동 분야이다. 건강의 구조적인 결정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하지만, 15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이 분야에서의 실행은 말뿐인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강문제의 근원을 다루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과 

사회정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간의 다학제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통합하고 상호 

경쟁대상이 되는 학문과 실천영역을 초월하는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

다분야 전문 인력 양상

정신건강증진의 증거 기반 실천을 발전시키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분야의 숙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무자에게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활동의 개념개발, 계획, 실행 그리고 평가를 지원하는 훈련과 도구가 

필요하다. 여러 국가에서 이미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훈련과 도구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각각의 인력에 

적합한지는 확인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파트너쉽 구축

마지막으로 분야 간, 학문 간, 지역이나 국가 간의 경쟁은 이러한 발전에 방해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적 

협력으로 정신건강증진 활동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서로의 지혜와 전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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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aret M Barry, David V McQueen

 서론

최근 몇 년간 정신건강증진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많은 발전이 있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존재하며 개입을 통해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Mrazek & 

Haggerty, 199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국제건강증진 및 교육연맹(IUHPE)에서 2000년 발간한 보고서에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실천에 지침이 되는 여러 증거 기반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명시되었다(IUHPE, 2000). 증거가 누적되면서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중요한 과제는 전 세계에 우수한 정책과 실천을 알리기 위해 증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실무에서의 복잡성과 

독창성을 파악하고 더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기존 지식을 확장 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증거의 질적 

수준과 연구방법의 타당성, 그리고 지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지만 여러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증거 

기반에 대해 또 다른 관점을 지닐 수 있다. 넛빔(Nutbeam, 2000)의 말을 인용하면 정책 결정자는 자원 배분이 

정당한지와 부가가치를 증명하는데, 실무자는 개입방법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 기반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 잠재적 이용자나 수혜자는 프로그램 실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또 자신들의 요구에 부합하는지에 관심을 

둔다고 한다. 또 다른 도전과제는 바람직한 증거 기반의 실천사례를 저소득의 국가와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문화와 환경에서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지, 그리고 지속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연구결과 도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실천방법을 연구하여 증거 기반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것이다(그림 9.1 참조). 이를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적용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의 

실천원칙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다양한 문화권의 상황에도 부합되는 증거를 수집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9.1 증거와 실천의 연결고리

증거 생성

욕구와 결정요인을 평가한다.

과정과 결과를 문서화한다.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을 과정에 참여시킨다.

정책과 실천의 강화

효과적인 프로그램인지 확인한다.

적극적인 보급 전략을 고안한다.

실무자와 정책 결정자들을 위한 지침을 개발한다.

문화와 환경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증거 기반 실천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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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평가

이전 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정신건강증진은 정신건강을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관점으로 다시 정의하고,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녕에 대한 초점이 부정적 지표에서 긍정적 지표로 전환되면서 정신건강 성과에 대한 긍정적 지표와 보호요인을 

보다 타당한 방법으로 측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12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 건강증진의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생태학적 틀을 살펴볼 

것이다. 적극적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는 경우 프로그램 전달과정과 원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따라 

평가에서도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증거를 확인하는 데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적극적 정신건강을 가능하게 

하고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매개변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평가의 초점이 

실행중인 프로그램의 역동을 포착하고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획하고 실행하는 핵심적 요소를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여러 증거를 보면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실행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건강영역 

전반에 걸쳐 다중적인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다(Barry, 2001; Durlak & Wells, 1997; Friedli, 2003; Hosman 

& Janée-Llopis, 2000; Tilford, Delaney & Vogels, 1997). 대부분의 개입을 통해 문제는 약화되고 능력은 강화되는 

이중적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대부분의 증거는 개인에게 개입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며, 15장에서 

강조하는 주택, 복지, 교육과 취업에서의 개선과 같은 거시적인 개입으로 인한 정신건강증진의 효과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개인, 지역사회, 거시적 수준의 정책 등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 정신건강증진의 개입 

효과에 대한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거 기반으로 건강증진을 실천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므로 우수 사례와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증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하다. 이 장에서는 

정신건강증진의 증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쟁점, 과제, 그리고 기회를 살펴보려 한다.

 증거 기반 접근 방법의 적용: 문제와 과제

건강증진 평가에서 무엇이 타당한 증거를 구성하는지와 복잡한 건강증진 실천의 증거를 수집하는 최선의 방식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McQueen, 2001; Nutbeam, 1999; Tones, 1997; 2장 참조). 건강증진은 다학제간 

실천 분야이므로 건강증진의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방법론적인 경계를 넘어, 성과뿐 아니라 과정도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Labontée & Robertson, 1996). WHO 유럽실무집단(1998)에서는 정책결정자들이 건강증진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권장사항을 발표하였다(표 9.1 참조). 그들은 건강증진 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무작위대조군실험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부적합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불필요하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한다. 전통적으로는 무작위대조군실험방법과 체계적 검토 방법을 “최선의” 

연구방법으로 생각하였지만(WHO, 2002), 건강증진 분야에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논란이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주로 고소득 국가에서 실행되는 연구의 증거 수집에만 적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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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란 연합

Jodie Doylea

코크란 연합은 보건 전문가들의 국제조직으로, 보건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정기적으로 알려 효과적인 프

로그램을 준비하고 활용하게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는 최초의 협력적인 검토체계이며, 검토를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해서 여러 동료

전문가들이 검토한 후 코크란의 전자 도서관에 저장한다. 저자들은 적어도 2년마다 한 번씩 검토내용을 업데이트하며 코크란은 독자들

이 언제든지 비평하고 제언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The Health Promotion and Public Health Field(The Field)에서는 건강증진, 공

중 보건 분야와 협력하여 정신건강증진 개입과 그 결과를 검토하고 공중 보건의 핵심 문제에 대한 견고한 증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체

계적인 검토의 질적, 양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켐벨 연합은 사회, 교육, 정의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정신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개입을 규명하고 있다.

2003년 10월, 필드는 미래의 건강증진과 공중 보건 코크란 리뷰에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주제를 개발하는 공동 작업을 완료했다. 

IUHPE, WHO, 세계건강협의회, 세계보건연구포럼, 질병통제예방센터, 맥팔래인버넷(Macfarlane Burnet) 의학연구소, 그리고 공중 보건 

재단이 협력하는 국제위원회에서 코크란 리뷰를 위한 15개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 중 정신건강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6개의 

주제는 굵은 글씨체로 강조하였다.

추가 정보는 코크런 연합: www.cochrane.org

코크런 건강증진 및 공중 보건 분야: www.vichealth.vic.gov.au/cochrane/

Campbell 연합: www.campbellcollaboration.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증진과 공중 보건 분야의 검토 주제

1. 사회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공동체 구축(공동체 의식, 연대, 문화재생, 사회적 자본을 형성을 위해)

2.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한 도시·지역·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정신건강 결과도 포함될 수 있음]

3. 건강증진을 위해 조직역량과 보건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개입

4. 성인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체 운동 [아동과 청소년에 초점을 둔 기존 자료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성인을 따로 분류

함]

5. 청소년의 건전한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개입함 [담배, 알코올, 음식에 초점을 맞춤]

6. 정신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태아기와 유아기에 조기 개입

7. WHO의 건강증진 학교 틀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

8. 말라리아, 뎅기열, 설사와 같은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 사회, 교육적 전략을 조합하는 개입

9. 아동의 영양 증진을 위해 가족에게 식량을 분배할 때 성불평등을 다루는 개입

10. 도시가 불규칙하게 확산되면서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을 위한 보행로나 산책로를 확충하는 개입

11.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개입

● 더 건강한 식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판매 촉진 전략

●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가격정책

12. 산모와 신생아가 보건 서비스(숙련된 간병인 포함)에 접근하도록 운송계획을 수립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 및 개입

의 증대

13. 난민과 실향민의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

14. 청소년을 위한 보호환경을 강화하여 건강에 위험이 되는 행동을 감소시키려는 개입

15. 가임기 연령의 여성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여아에게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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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WHO 유럽실무집단의 건강증진평가에 대한 결론과 권고사항

결론 권고사항

건강증진 계획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건강증진 계획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적 평가방법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라. 

건강증진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데 충분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건강증진 계획을 평가하는 데 총 예산의 최소 10%를 배정 

하도록 요구하라. 

건강증진 계획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평가해야 한다. 건강증진 계획을 평가할 때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

하도록 하라. 

무작위대조군실험 방법은 건강증진 계획을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비용이 많이 든다. 

건강증진 계획을 평가할 때 여러 방법을 사용하도록 지원 

하라. 그리고 건강증진 계획을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을 개발

하는 연구에 추가로 지원하라. 

건강증진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성을 개발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전문지식이 발전되도록 교육

과 인프라 구축에 지원하라. 회의, 워크샵, 네트워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증진을 평가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

고 지원하라. 

출처: WHO 유럽실무집단, 1998, 건강증진 평가

맥퀸과 앤더슨(McQueen & Anderson, 2001)은 이러한 논의가 얼마나 복잡한지 언급하면서 적절한 연구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건강증진 분야의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증거를 등급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국제적으로도 증거를 위계화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증거의 규칙을 확립할 때 건강증진실천의 다양성, 다학제성, 맥락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 평가의 과정, 영향, 성과를 아우를 필요가 있다. 정량적 연구 방법은 결과중심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반면, 질적이며 자연 관찰법은 과정중심의 연구에 도움이 된다. 서로 다른 방법론적 관점으로 도출된 여러 종류의 

증거에 동일한 엄격성과 질적 잣대를 적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유형의 증거의 질을 평가할 때에는 각각의 

패러다임에서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연구 질문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굿스타트는

(Goodstadt, 2001)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 지침이 되는 일반적인 틀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오타와 

헌장(WHO, 1986)의 개념을 근거로 하며 재현할 수 있는 논리적 순서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대조군실험으로부터 과정지향적인 질적 방법에 이르기까지 유용하고 

창의적인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에 적용되는 평가 방법과 분석도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여러 

국가의 현실에 적용하도록 증거 기반을 넓힐 필요가 있다(Barry, 2002; Friedli, 2001; Jenkins, Lehtinen & 

Lahtinen, 2001). 여기에는 사례연구, 내러티브분석, 상관관계연구, 준실험연구, 실험연구, 면담조사, 역학연구, 

민족지학연구 등이 포함된다(McQueen & Anderson, 2001). 참여실행연구방법도 중요한 연구 방법이다. 이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를 수행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연구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대상자들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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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증거를 구축하는 각 단계의 질적인 표준화와 증거의 규칙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개발단계와 

실행의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평가하도록 연구방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건강증진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므로 연구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더해져 견고한 증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맥퀸(2001)이 제안하였듯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학문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학문의 규칙을 

확인하고 증거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강증진 효과를 보여주는 IUHPE의 국제적 

프로그램에서도 이처럼 다양한 접근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채택하였다(Jané Llopis, in press).

 프로그램의 실행과정 평가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프로그램의 성과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과정,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 접근 방법을 통해 누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떤 조건하에서, 

무엇이 효과를 가져오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결과 중심이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과 범위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전달방법을 현실화하여 실제로 프로그램이나 개입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Durlak, 1998).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의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들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활용하고 재현할 때 정보가 부족했다. 도미트로비치와 그린버그

(Domitrovich & Greenberg, 2000)는 이러한 정보를 프로그램 실천 경험에 대한 지식이라는 의미에서 “실천 지혜”

라고 부른다. 이러한 지식을 증거로 만들고 이에 접근 가능하게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 프로그램 실행을 향상시키는 환경과 실천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정평가에서는 

프로그램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문서화하고, 모니터링 하여 프로그램 실행의 양적 특성과 질적 특성 모두를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평가 연구에서는 실행에 대한 자료를 거의 제공하지 않지만(Dane & Schneider, 1998; Durlak, 1998), 

실행과정을 모니터링한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실행이 실제 현장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실행수준이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보여준다(Durlak, 1998; Domitrovich & Greenberg, 2000; 

Mihalic et al., 2002). 프로그램 실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면 프로그램의 강점과 약점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프로그램이 왜, 어떻게 효과적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성과평가의 타당성도 향상될 것이며 

프로그램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질을 평가하여 피드백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Domitrovich & 

Greenberg, 2000). 프로그램 실행과정을 모니터하지 않거나 평가하지 않으면 원래 설계하고 계획한 성과평가와는 

다른 것을 평가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 실행과정에 대한 자료수집을 체계적으로 하면 최선의 실천을 재현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실행과정에 대한 지식은 최선의 실천을 실제 상황에서 재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실행평가는 복잡한 과정이다. 실행평가는 프로그램의 전체 역동을 파악하여 계획한 것과 실제 전달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알아내야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성요소, 전달방법, 프로그램이 구성된 맥락이나 

세팅의 특징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Dane & Schneider, 1998). 그리고 개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뿐 아니라, 첸

(Chen, 1995)이 “실행 체계”라고 설명하는 것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실행 체계에는 계획, 실행, 훈련의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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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프로그램 제공자와 참여자의 특성, 그리고 이들 관계의 특성, 준비, 자원 동원, 프로그램의 생태학적 적합성, 

문화적 민감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정도를 포함한 지역적 맥락에서의 촉진 및 억제 요인이 포함된다. 첸

(1995)은 개입 그 자체가 변화를 유발하는 주요인이기는 하지만, 실행 체계가 개입을 위한 수단과 배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프로그램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프로그램 전달과정을 포괄적으로 기록해 

두면 실행하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 알게 된다. 이러한 포괄적인 기록을 보고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다른 지역의 

세팅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에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실행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베리(Barry, 2002)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론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실행을 

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프로그램의 작용과 그 효과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Chen, 1995; Goodstadt et al., 2001)와 논리모델을 활용한 평가(Scheirer, Shediac & 

Cassady, 1995)가 강조되고 있다. 결과중심 평가에서는 프로그램 전체의 효과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 주지만, 개입의 

성공이나 실패에 영향을 주는 매커니즘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론 중심 관점은 변화과정의 인과관계 매커니즘,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념이론과 실행이론 간의 관계, 즉 실행과정에 맞게 적용된 이론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논리모델평가는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 단기성과와 중기성과를 연결하는 변화과정의 논리를 명확하게 

하는 데 유용하다. 슈아이러, 쉐디악, 카사디(Scheirer, Shediac & Cassady, 1995)는 프로그램이 전달되는 과정의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사건연구 패러다임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의도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의 

순서를 추적하는 방법이다.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면,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성과에 영향을 주는 중간수준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유형의 평가연구는 과정과 결과 모두를 

강조하고 과정과 결과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결하며, 프로그램 실행의 다양성과 결과의 다양성을 

연결시켜준다. 지난 수년 동안 미국의 질병예방특별위원회에서는 논리모델에 기반 한 평가를 채택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증거를 검토하고 있다(Briss et al., 2000).

프로그램 실행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해야 하고 여러 출처에서 나온 자료를 

엄격하게 수집해야 한다. 실천 기반의 증거와 이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며,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실행을 문서화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협력할 필요도 있다. 보다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한다면 평가과정에 프로그램 실행자와 참여자들의 지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지혜를 

증거 기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과정자료와 결과자료를 의미 있게 통합할 수 있는 분석틀이 필요하다. 이 

분석틀을 활용하면 프로그램의 변화가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명료하게 기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대조적이면서도 보완적인 관점과 방법을 사용하면 이전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지식과 실천방법이 활용될 것이고 

보다 통합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증거 기반의 확장: 저소득 국가에 증거 적용하기

정신건강증진의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만, 증거에 대한 논의의 범주를 보다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 설계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일부 학자들의 관심사를 넘어서 개입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프로그램이 내포하는 실천적, 정책적 함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텔마르크(Mittelmark, 

2003)가 주장하였듯이 이제 현장의 우수사례와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기존 증거로부터 명확한 메시지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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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지침을 확립할 때가 되었다. 

복잡한 연구 방법에 대한 이슈, 그리고 증거의 성격에 관해 논하는 동시에 보다 큰 그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그림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우리가 아는 정보를 정책결정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펠러, 리어먼스, 해리슨(Speller, Learmonth & Harrison, 1997)은 연구자들이 보통 프로그램의 품질 

연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주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지속하면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공통의 주제와 포괄적인 과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사결정가와 실무자가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여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핵심요소에 대해 알려주는 기존의 증거에 기반한 정책적, 실천적 지침이 

필요하다. 최근 이러한 지침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프라이스와 동료학자들(Price, 1988)이 만든 실무자 중심의 자료, 

앨리엇(Elliott)의 Blueprints series(1997), 그리고 Making it Happen (Department of Health, 2001)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는 모두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 국가의 국민과 직접 관련된 증거 기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일도 시급하다. 맥퀸(2001)은 현재 건강증진과 

관련된 문서에 증거가 표현되는 방식이 문화적, 지리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증거에 대한 논의는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영어로 이루어졌으며 학자들의 전유물이기도 하다. 맥퀸이 지적하였듯이 증거에 관한 토론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자료가 아직 많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개발도상국의 의견은 실무자나 프로그램 사용자/수혜자의 

의견만큼이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은 정신건강 예방 및 증진에 관한 WHO의 2002년 보고서에  

“욕구가 가장 많은 지역, 특히 개발도상국과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 증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설명되어 있다(WHO, 2002, p. 27).

많은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보통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대규모 연구 

프로그램에 예산을 거의 할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교한 결과 측정으로 얻어지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우수사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사실상 개발도상국에 가치 있고 효과적인 개입 프로그램이 다수 있을 수 있으나 단지 

실천의 결과에 대해 문서화된 증거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보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요한 과업은 아직 문서로 

알려지지 않은 우수사례를 찾고 문서화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문서가 부족할 뿐더러 소식지나 브로셔 등 가장 

기본적인 출판물조차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 프로그램은 입소문이나 다른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파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실천을 평가하려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실천내용을 어떻게 소위 학문적 세계에 접목시킬 

것인가이다. 그러므로 현장에 있는 건강증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는 등의 혁신적인 

기법이 필요하다. 국제건강증진 및 교육연맹(IUHPE)과 같은 기구는 이러한 유형의 자료수집과 연구방법의 엄격성 

유지라는 도전과제가 있으며, 정신건강분야에서 이러한 어려움은 더 많아질 것이다.

중간이상의 고소득 국가에서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시험해왔다. 이제는 기존의 

증거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연구에 투자할 때이다. 13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들이 증거 기반에 쉽게 접근하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와 같은 저소득 국가의 세팅에 적용가능하며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개발 및 역량강화 방법에 근거한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지 탐색해 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의 실례로는 지역사회의 어머니회(Johnson, Howell & 

Molloy, 1993; Johnson et al., 2000), 미망인 동료지원 프로그램(Silverman, 1988) 등이 있다. 역량강화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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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이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적이면서 비용이 적게 들고 재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 

지역사회의 비전문가 구성원이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학교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도 저소득 국가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핵심 분야이다.

정신건강증진은 보다 광범위한 건강개발이라는 의제 안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신건강을 취약하게 

만드는 빈곤, 사회적 배제, 착취, 차별과 같은 거시적 결정요인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세계은행 빈곤 감소위원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Voices of the Poor(가난한 자들의 목소리)라는 (Narayan & Petesch, 2002)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빈곤층의 자산과 능력에 투자하고 이들과 협력해야만, 지역사회가 주인의식을 갖고 행할 수 있는 

발전전략과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소득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저소득 국가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문서화하고 복제와 적용을 검토하는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저소득 국가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자원, 역량, 기술을 

지원하고 관련 증거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베커(Backer, 2000)가 지적하듯이 

성공적인 프로그램과 실천에 대한 정보를 보급할 뿐 아니라, 실무자가 실제로 복잡한 프로그램 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고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자원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복잡한 지역상황에서 

프로그램의 구현과 유지에 필요한 조직과 집단의 전반적인 능력과 자원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실천을 다른 조직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시켜 야 한다. 이러한 것을 배우는 

과정은 좋은 프로그램과 창의적인 실천을 혁신하고 적용하며 보급한다는 측면에서 쌍방향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결론 

정신건강증진의 증거 기반 구축에 있어서 핵심과제는 증거가 어떻게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이다. 증거 기반으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는 이들이 지원하는 인구 집단의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우수사례로 확인된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지원을 통해 저소득 

국가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에 대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저비용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지침을 출간하여 보급하고 다른 자원을 구축할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하다. 최종적인 실험은 

가장 필요한 곳에서 증거 기반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평등을 줄이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실천과 정책에 

영항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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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C (Jim) Anthony

 서론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Carl Sagan)은 우주의 광활함과 수많은 천체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수십 억의 수십 억(billions and billion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지난 20세기 동안, 미묘하고 복잡한 인간의 

뇌와 중추 신경계 영역에 대해 설명할 때에도 이와 같은 표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즉,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의 측면에서 신경 세포, 시냅스 연결, 그리고 시냅스의 신호를 전달하는 경로와 관련된 모든 요소는 

세이건이 이야기 했던 천체의 수만큼이나 많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뇌과학과 신경과학이 발전되면서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반에는 우생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우수한 인자가 성공적으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를 

활용하여 결함 있는 유전 인자를 추려내고 인간을 선택적으로 개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box 10.1 참조). 

그러나 2차 세계 대전 이후 우생학이 급격히 쇠퇴하였고, 20세기 후반에는 유전적인 자질과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유전자 발현이 소수 민족의 정화나 선택적 불임 등의  

“우생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형성되거나 사회적 경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유전학, 신경과학, 사회과학, 정신의학, 정신건강 등의 다학제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경험으로 

정신장애를 예방하고 관리하며,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사회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일반대중과 사회지도자들은 21세기에 등장하고 발전된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이 

주제에 대한 과학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때에 과학적 증거보다는 가치에 대한 합의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신장애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을 동원하고 개인적 혹은 사회적 

자원을 배치하는 권한은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과 편익-위험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box 10.2). 예측의 정확성은 

증거 기반으로 밝혀지므로 객관적일 수 있지만, 편익-위험분석과 개입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가치에 대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Box 10.1  신뢰할 수 없는 우생학적 접근법

1916년에서 1917년까지 아론 J. 로자노프(Aaron J Rosanoff)는 미국 뉴욕주 나쏘카운티의 주민을 대상으로 가구방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핵심 질문은 정신장애의 세대 간 대물림에 대한 것이었고 이는 정신장애인을 낳은 가족 구성원을 파악하여 범죄행위 등의 사회적 부

적응 행동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로자노프가 연구를 실시한 배경은 우생학이었다 (Rosanoff,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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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0.2  자원동원에 대한 의사결정

사회적 대응과 행동에 대한 위임은, 심각한 피해발생에 대한 과학적 예측의 정확성과,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경우와 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위험-편익분석이라는 두 값의 함수이다.

예를 들어, 정신의학 역학자들은 반복적으로 자살시도를 할 사람과 한번이상 자살시도를 한 후 자살에 이를 사람을 점차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e.g., Chitsabesan et al., 2003). 연구자들은 수차례의 무작위대조군실험연구를 통해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입 중 일부는 상당한 비용(예, 치료감호와 자살시도 이후 강제입원)이 든다.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즉각적인 자살위험이 없는 사람을 구별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자원배치에도 비용이 적게 들며,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

다(예, Motto & Bostrom, 2001). 심각한 위해예측과 편익 대비 위험률에 대한 평가가 정확해지면서 위해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

한 사회적 대응과 조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이 서로 사회적으로 상호연대하며 가치에 합의해 왔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 큰 불이 났고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집안에 다른 

가족이 살아있더라도 소방대원들은 부모가 집으로 뛰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할 것이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대원이 출동하는 것뿐 아니라, 부모가 개별행동을 해서 해를 입지 않도록 통제하는 활동에서도 사회구성원 

간의 사회적 상호연대가 명백히 드러난다.

150년이 넘는 동안, 사회·행동 과학자들은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장애를 예방하며 관리하기 위해 사회와 

사회 제도간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연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1세기가 넘게 이 주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핵심 주제는 각 개인의 영향을 합친 것보다 사회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1893년부터 1912년까지 활동했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켕(Emile Durkeim)은 인간이 사회적 집합성과 연대의 

정신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간다는 사실과, 이러한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개인 이상의 수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Durkheim 1895, 1897).

뒤르켕은 유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구조와 기능을 “사회유기체의 뇌척수 구조”나 “사회적 뇌”와 같은 개념으로 

묘사했다. 그는 자살이나 자살 행동을 장애가 있는 개인의 행동으로 간주하는 주장에 반대하며, 19세기 동안 증가한 

자살률을 사회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자살률이 증가되는 것은 사회적 연대감이 약화되고 개인을 묶는 

제도인 가족, 종교, 정치적 집단과 같은 공동체와 연대가 결핍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뒤르켕은 사회과학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가족, 교회, 국가, 직업관련 

집단, 사회적 집단에서도 사회적 연대를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후 

미국 공군에서 효과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하나를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증가하는 조종사의 자살률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조직 내 개인인 조종사부터 고위 장교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기대에 맞추어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활동을 계획했다.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조종사를 대상으로 개별접근을 할 뿐 아니라 사단이나 대대 

차원의 집단에 대해서도 개입하였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증가하던 자살률이 감소하기 시작했다(Knox et al., 

2003). 이처럼 다각적으로 자살예방 개입을 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살률을 고민하고 있는 학교나 대학 혹은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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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른 여러 조직이나 직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뒤르켕이 “유기적”인 사회제도와 구조의 기능을 이해하고 조망하기 위해 사회적 공동체와 연대를 바라보았지만,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반의 사회과학자과 사회역학자들은 건강증진에 대한 새로운 용어와 개념을 도입하였다. 

바로 사회적 집합체와 건강증진에 대한 생각이 확장되는 가운데 6장에서 상세히 논의한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개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최근 여러 이론가와 실증주의 연구자들은 이론적 개념인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와 이를 개인적 차원으로 축소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사회적 자본을 통해 건강이나 정신건강증진의 지속적 발전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며 조작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유전학과 행동과학, 사회과학의 공동연구에서는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쌍둥이의 유전역학 연구에서 밝혀진 것이다. 즉,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에 대한 쌍둥이 연구를 

통해, 동일한 생물학적 조건에서도 유전 가능성이 30%에서 70% 범위이거나 혹은 그보다 낮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사회적 또는 다른 환경적 조건과 그 과정이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쌍둥이 연구 결과, 일란성 쌍둥이가 유사한 이유는 자궁 내 환경조건과 과정이 부분적으로 동일한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임신기간 동안 다른 태낭에서 자란 이란성 쌍둥이와 태낭을 공유한 일란성 쌍둥이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밝혀졌다(Jacobs et al., 2001). 따라서 쌍둥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약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조건과 과정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발견한다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아닌 영장류를 대상으로도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해 연구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얻은 이론적인 증거는 환경 속의 인간(Caspi et al., 2003)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연구하는 

지침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인간의 정신건강증진과 예방 활동에 적용가능한지 알아보는 공중 보건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의 세 가지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첫째,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고통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이다. 둘째,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관련된 증거의 불확실성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풀어가기 위해 과학적 학문을 연계하는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할 

것이다.

 고통의 예방, 감소, 개선을 위한 사회적 자원동원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대중과 사회지도자들의 과업은 증거를 평가하는 것과,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고통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개선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하여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Jenkins, 2001). 증거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정신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예, Thisted, 2003). 정신과의사이면서 사회역학자인 벤자민 파사마니크(Benjamin 

Pasamanick)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신장애 예방이나 정신건강증진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조차도 제대로 

적용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서 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가?”라고 반박하였다. 

파사마니크의 발언은 정신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범주에 사회적 자원동원도 포함하는 지역사회 “정신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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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이다(Lemkau, 1949; box 10.3).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새로 발견되는 정신건강 

결정요인이나 관련된 증거도 이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와 과정이 없다면 그 가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Box 10.3  정신위생 접근

모든 사람의 모든 건강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한 공중 보건 분야는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광범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개입

하지 않고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신위생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신질환을 예

방하고 조기에 치료하여 주요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공중위생에서는 공중 보건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기술도 발전시

켰다. 정신위생에 대한 경험이 많고 관련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정신위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기회가 여전히 열려있다. 많은 경

험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험은 시험적인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어떻게 기여하

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Lemkau, 1949, p. 14).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의 우선순위는 심각한 위해가 예측되어 편익-위험 분석을 통한 개입이 필요할 때, 이러한 

증거를 평가하고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사회구조와 과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WHO와 각국의 보건 당국에서(예를 들어, 영국의 의학연구심의회나 미국의 국립건강센터)는 통합회의를 

실시하여 증거를 검토하고, 각 개입의 편익 대비 위험률을 평가하여 개입을 선택하도록 지침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적으로 개입하고 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1) 요오드결핍으로 인한 지적장애와 발달장애 예방, 2) 비타민 A를 보충하여 신생아의 조기사망과 시각장애, 

정신장애와 지적장애 감소, 3) 페닐케톤뇨증(phenylketonuria) 진단을 위해 신생아를 선별검사 한 후 페닐알라닌 

조절 및 식이 관리, 4) trisomy와 같은 염색체 이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35세 전 임신권장 프로그램(예 다운증후군) 

실시

이러한 사례는 생애발달주기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책의 다른 장에서는 

태내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와 후기단계의 삶에 필요한 더 넓은 범위의 정신건강증진과 

예방적 개입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을 통제하고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치료적 개입을 조직화하고 적기에 개입하면, 정신건강증진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심각한 

이차적 위해나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는 이러한 개입의 증거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되고 정교화된 개입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현존하는 증거의 불확실성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역학조사에서 정신장애나 건강상태의 위험성을 높이는 위험인자를 개인의 특성과 

행동으로 좁혀 연구하는 것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제기됐다(e.g. Susser & Susser, 1996). 개인의 행동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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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예방프로그램에서 거의 얻은 것이 없다는 비관적인 시각도 증가했다(e.g. Syme, 2003). 이러한 비판은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이미 25년 전 클라우스 반 반슨(Claus Bahne Bahnson)등 여러 학자들이 언급했던 

내용이었다:

[과거에 심리사회 학자들은] ...사회학의 자료를 개방하여 여러 단계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통제 

목적으로만 사용했다. 미래에는 이러한 자료에서 제시된 다양한 차원(예 생리학적, 사회학적)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논쟁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큰 틀에서 여러 차원을 통합시킬 수 있는, 다면적인 이론적 

모델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Bahnson, 1974, p. 1038).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의 장애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현상을 “개인의 정신적 현상이라고 설명한다면 그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Durkheim, 1895, p. 

129).

사회적 자본은 전반적인 건강, 특히 정신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 개인에게 있다는 기존 연구를 재검토하게 

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6장에서 논의하였듯이, 공공 정책 분석가인 하버드대학의 퍼트넘(Putnam) 교수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널리 알리는 데 공헌하였다(Putnam, 1995, 2000). 그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사회적 

네트워크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상호호혜와 신뢰라는 규범에 의한 개인 간의 연결”(p. 19)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생산성(“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을 향상시키는 도구와 훈련을 뛰어넘어,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Putnam, 1995, p. 67).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 사회적 연대를 창출하고 유지할 때 사회적 자본인 “유대감(bonding)”

이 형성되는데, 이때의 사회적 연대감은 19세기 사회학에서 뒤르켕이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 또한 분리될 수 있는 

“가교” 형태의 사회적 자본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 내에 유대관계가 있을 때 발생한다(이 가교란 

동일한 사회집단 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를 의미한다.)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신뢰와 시민참여 정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가 수준의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신뢰는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만한가?”라고 질문하여 예/아니요로 

답하도록 하는 질문지나 인터뷰를 통해 측정 할 수 있다. 시민 참여 또한 최근 “지역이나 학교 문제를 위해 공공의 

모임이나 회의”에 참여하였는지 질문하여 그 답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사회적 신뢰나 시민 

참여가 지난 수 십 년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1991년 35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가치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과 벨기에, 에스토니아, 미국의 사회적 자본의 가치 수준이 거의 비슷하며 칠레,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의 

사회적 자본의 가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utnam, 1995).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발전하고 정신건강증진과 전반적 건강에서 사회적 자본이 중요해지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논의에 “자연 자본”이라는 개념을 한 주제로 다루게 되었다.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자세히 나와 있듯이, 브룬트란트 위원회(The Brundtland Commission)에서는 미래의 후손에게 

위협적이지 않으면서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잇는 가교로서의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을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 자본의 개념은 깨끗한 물과 청정한 공기, 숲 

그리고 여러 다른 자연 자원을 다음 세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유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다(Fenech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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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슨(Sampson, 2003)은 자살이나 살인 등의 폭력에 초점을 둔 전반적 건강상태와 정신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에 “집단효능감”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는 집단효능감을 이웃과 사회 집단의 

성격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다. 그는 사회통제를 포함하면서도 별도로 사회응집력과 신뢰를 포함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수준에서의 집단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사회통제는 예를 들어, 이웃집의 아이가 건물에 

페인트로 낙서하는 것을 봤을 때, 예산 삭감으로 지역 소방서가 문을 닫을 때, 앞집에서 불이 났을 때 등의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질문하여 측정한다. 응집력과 신뢰의 정도는 이웃이 서로를 신뢰하고 가치를 공유하며, 도울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여 측정한다. 샘슨은 사람들의 집단효능감 수준이 과거나 현재의 폭력 사건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과거의 폭력사건을 통계적으로 통제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사건과도 관계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과거 

폭력 사건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집단효능감이 낮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Sampson, 2003).

샘슨과 다른 학자들은 이론과 경험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여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숀코프와 필립스(Shonkoff & Phillips, 2000), 싱거와 라이프(Singer & Ryff, 

2001), 가와치와 베르만(Kawachi & Berman, 2000) 등 여러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 집단효능감과 같이 지역사회의 

특성을 높이기 위한 자원을 동원하여 건강, 정신건강, 안녕의 증진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Box 10.4 

참조).

Box 10.4  개인보다는 지역과 사회적 환경을 바꾸는 것: 증진과 예방에 대한 낙관론

전통적 관점에서는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개인의 행동 변화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흡연자를 대상으로 최면, 금연 프

로그램, 금연 패치 등의 방법으로 개입했다. 그러나 환경적 접근에서는 세금 정책,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지역에서의 광고 제한 등 거시적 수준의 요인에 집중하였다.

결론적으로 개인보다는 지역이나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수준에서 노력하면, 국립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 등에서 전통적으로 개인과 질병에 초점을 두는 특유의 접근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과학아카데미의 

최근 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 수준의 연구를 확장하도록 제안하였다(Singer & Ryff, 2001). 과학의 기초 연구도 지역사회의 상황에 대한 

정밀한 연구와 개인적 발전을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Shonkoff & Phillips, 2000). 과거에는 연구와 치료를 분리하는 개념

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보다는 건강과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연구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자료: Sampson, 2003, p. S62

반면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증거를 중심으로 한 주장이 아직 시기상조이며 불확실하다고 한다(예, Henderson & 

Whiteford, 2003). 사회적 자본과 같은 지역사회 수준의 개념을 개념화하고 측정할 때 평가에 불확실성이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특징이나 안녕에 대해 평가할 때 주민들의 자기보고기입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자기보고기입 방식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맥클린타이어와 앨라웨이(Maclntyre & Ellaway, 2000)는 스코틀랜드 서부 지역의 연구를 기획하였는데, 

자기보고기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해하는 5가지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 정보는 1)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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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공유하는 물리적 특징인 대기의 질이나 수질, 위도와 기후, 2) 좋은 집, 안전한 놀이터, 

위해하지 않은 일터로의 접근성, 3) 교육, 교통, 청결한 거리, 치안 등 지역사회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4) 비시민적인 

행동이나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등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측면, 5) 은행, 투자자,지역사회 계획자, 서비스 제공자 

등 지역 주민 외의 사람들이 느끼는 지역사회에 대한 평가 등 5가지 영역의 자료이다. 맥클린타이어와 앨라웨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2000, p. 343):

이 [다섯 가지] 분류는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서로 상호작용하여 사람들의 개인적인 자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증진하거나 해를 끼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전형적 특징을 개념화 한다. 

맥클린타이어와 앨라웨이의 개념은 청정한 공기나 깨끗한 물 등의 자연적 자원을 사회적 자본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적용된 사회적 자본과 자연적 자본의 개념이 통합된 것을 보여준다. 안녕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응답과 사회적 결정요인간의 관계를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측정하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추적 연구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연구에서는 복잡하게 나타난다. 

이는 인구가 유입되거나 기존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어 이웃의 성격이 변하고 그래서 이전의 사회적 자본과 

그에 따른 정신건강행동이나 정신장애 발생률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자본의 가치가 하락한 

지역은 정신건강의 장애가 높아질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 감소되어 정신건강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한 주민이 자신의 안정적이고 많은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타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처럼 특정한 인구 유출이 이후 정신건강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회적 자본의 한 사례가 되지만, 사회적 

자본을 바로 유입한다고 해서 이주로 인해 사회적 자본이 감소되는 추세를 바꿀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회적 

자본이 불안정하고 장래 이웃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특정한 인구 유출보다 더 강력한 

결정요인이라고 증명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이해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고 증거 평가 능력을 갖추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실제로 

정신건강을 증진하며 정신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이 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신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증거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확실한 증거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의 방향 

이 장의 앞부분과 방금 인용한 연구에서 정신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반슨(Bahnson, 1974)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과정과 조건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숀코프와 필립스(Shonkoff & Phillips, 2000), 싱거와 피크(Singer & Ryff, 

2001), 샘슨(Sampson, 2003) 외 여러 학자들은 이러한 다각적인 고려의 필요성을 확장시켜, 지역사회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개입과 무작위 예방실험과 지역사회 체계연구에 대해 설명하였다. 녹스(Knox)와 동료 학자들(2003)은 

미공군이 조종사들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개입한 새로운 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홀더(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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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는 알코올 소비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에 대한 연구 에서, 이처럼 다층적 차원에서 사회자원을 동원하는 

지역사회 개입과 체계를 연구하여 증거를 제시하였다.

학령기 후기 청소년 및 청년의 자살률과 과음에 대해 국제적으로 관심이 커지면서, 다층적 개입 모델을 적용하는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지금까지 유용하게 활용되던 비실험적 

현장관찰연구로도 확장될 수 있으며, 그 결과인 증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무작위 조사연구도 

활용가능하다. 수많은 학생이 거주하는 기숙사가 있는 대학은 이런 유형의 연구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며,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도 연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군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서 

군 지도층에게 부대의 자살률을 낮추는 책임을 지도록 한 것과 같이, 기숙사의 관리자에게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책임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에게 개입하고 동시에 전체 기숙사나 각 층별로 개입하도록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자살 관련 특징과 환경(예, 우울감, 과음, 학교 성적 저하, 또래 관계의 문제)에 

관한 온라인 조사에 응하고 개인적으로 개입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익명으로 진행되고, 별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종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 하에서 별명을 이용하여 개인에게 개입할 

수 있다(예, “삶의 이유” 비디오를 시청하도록 개입, 이메일이나 채팅을 활용한 개입). 이러한 정신건강증진과 예방 

연구는 적절한 연구 설계를 통하여, 전체로서의 다층적 개입의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일부 조건하에서는 

전체기숙사, 층별, 개인별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조합하여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살관련행동, 과음, 흡연 등 영역별로 이러한 정신건강행동과 관련된 연구 경험이 쌓이면, 우울감, 식이장애등 

새로운 반응에 대한 연구와 대규모 개입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과 행동에 대한 일회성 

무기명 역학 조사를 위해 수십만의 학생이나 주민을 모집할 수 있다. 조사를 마치고 나서 참여자들에게 지역사회 

사이버 카페나 도서관 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쿠폰을 나눠주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별명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한다. 조사자는 인터넷에서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여 무작위로 선물을 주고 이후 

평가를 진행하여 개별적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개입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행동의 궤적을 

따라갈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웹기반의 종단적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코딩하기 때문에 개인 응답자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만약 해당 지역에서의 발생 수준이 이전에 측정된 수준을 

넘어선다면, 개별적으로는 개입하지 못하더라도 지역사회나 이웃 단위로 개입하여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수십억명의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렵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대규모 표본 

관리와 개입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나 익명성보호가 충분하지 않기도 하다. 그러한 조건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연구 

계획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해 다른 방식의 새로운 연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많은 지역의 가정에서 인터넷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 활용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은 정신건강 개입, 특히 사회적 행동과 개입을 전달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매체가 되고 

있다. 호주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팀과 다른 국제적인 연구팀(예, Griffiths et al., 2004)에서 선구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정신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티스테드(Thisted, 2003)와 다른 학자들은 생태학적 오류 가능성을 중심으로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차원의 분석(예, 지역사회 수준)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헤로인 의존도가 알코올 의존도와 연관이 있을 때, 이를 근거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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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헤로인을 사용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다. 사회적 맥락은 개인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정신건강이나 정신장애를 측정할 때에는 반드시 개인 차원의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영장류에 대한 실험에서는 무작위로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태학적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인간은 

사회적 조건에 무작위로 배치할 수 없다. 

영장류 연구 중 할로우(Harlow)가 진행한 영장류의 어미와 새끼 분리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을 통하여 어미와 

새끼의 분리는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사회적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취약한 

수컷 영장류 새끼들의 알코올 섭취와 과도한 공격행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증거도 얻을 수 있었다(Suomi, 2002).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수컷 영장류 새끼들이 조기에 어미와 분리되어 비슷한 

조건의 다른 새끼들과 함께 자랐을 때 공격적인 행동이나 음주 행동이 증가되었는데, 세로토닌 수송체가 포함된 

돌연변이가 있는 수컷에게서 한층 더 공격적이고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어미와 함께 자란 

수컷 새끼들은 세로토닌 수송체와 관련하여 어떤 공격성이나 음주의 차이점도 보이지 않았다. 즉, 세로토닌 수송체 

변이로 인한 건강을 해치는 행동이, 어미가 양육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동료와 함께 자란 환경에서는 

분명히 나타났다. 

정신건강과 행동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영장류 연구 중 또 다른 중요한 연구로는 사회적 계급과 도파민 

신경전달물질 및 코카인 사용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다. 요약하자면, 어린 원숭이들을 일정기간 동안 어미에게 양육 

받게 한 후에 개별 우리로 옮겨 도파민 신경전달물질의 조건을 측정하였다. 도파민 신경전달물질이 크게 다르지 

않은 원숭이들을 다시 여러 마리가 함께 있는 우리로 옮겨 3개월 동안 있게 하였다. 이 시기동안 원숭이의 사회적 

계급이 형성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어떤 원숭이는 최고의 위치를, 다른 원숭이는 낮은 계급을 얻게 

되었다. 그 후에 이미지를 이용한 학습을 반복하였고 이어서 코카인 자가 투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배군에 있는 원숭이는 도파민 수용체가 더 많았고, 하위 계층의 원숭이만큼 스스로 코카인을 많이 투여하지 

않았다. 이는 도파민 전달과 코카인 자가 투여가 원숭이의 사회적 위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원숭이가 집단 우리로 옮겨지기 전에는 계급이 불확실했고 도파민 신경전달물질 수준도 비슷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Morgan et al., 2002).

이러한 형식의 영장류 실험을 인간을 대상으로 되풀이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영아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집단적인 양육환경에 처하는 “자연의 실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예를 들어, HIV/AIDS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 지역 내 고아원 등 집단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또한 지구촌의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집을 떠나 노숙자가 되거나 사회적 계층의 위계가 있는 동료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영장류 실험을 

통해 이러한 조건하에서 붕괴될 수 있는 정신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고아원이나 동료 

집단에 대해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의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향후의 공중 보건 연구는 유전학, 신경과학, 사회과학, 정신의학 및 기타 

정신건강에 관한 학문을 범학문적으로 연계하여 더 많은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학문의 경계를 넘어 정신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뿐 아니라 명확하면서도 

새로운 증거를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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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적극적 정신건강은 안녕이나 긍정적 정신상태를 포괄하는 영역이며 적극적 신체건강을 포함하는 건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는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의 특징이나 발병,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신체가 건강한 상태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적극적 신체건강도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특징, 발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원시 토착민들이 믿는 건강에 대한 전인적인 개념에 잘 나타나있다. 오늘날에는 구조화된 

연구를 통해 이들의 영향과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이는 그림 11.1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림 11.1 건강에 대한 전인적 관점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관계, 그리고 적극적인 신체·정신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생물학적, 심리적 

결정요인간의 관계는 복잡하다. 이는 병적 상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이 함께 발병된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이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주는 

복잡한 경로를 통해 증진과 예방을 목적으로 개입하는 틀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 사회적, 생리적 과정은 

질병의 발생, 진행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개입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여러 부분에서 논의하였듯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의 적극적 상태를 정의하기 위한 연구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적극적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증거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때로 추론에 기반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증거는 대부분 질병상태와 그 

결정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전인적 개념은 건강과 안녕의 본질에 대한 여러 토착민의 믿음에서 출발하였으며, 호주 토착 

문화에서 보는 건강에 대한 정의에 잘 드러나 있다. 1989년, National Aboriginal Health Strategy Working Party

는 건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신체건강의 안녕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적, 감정적, 문화적 안녕이다. 이는 

적극적 정신건강

신체질환

정신질환

 적극적 신체건강



CHAPTER 11.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질병 간의 연관성 • 131

삶을 전체로 보는 시각이며 동시에 삶-죽음-삶의 순환적 관념을 포함하고 있다(Swan & Raphael, 1995, 

p. 1).

영적·환경적(예, 땅과 장소)·신체적·사회적(지역사회와 문화 포함)·감정적 요인은 여러 복잡한 경로를 통해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선진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호적인 영향을 

인식하여, 사회적 혜택과 사회적 유대감(Turrell & Mathers, 2001; Williams et al., 1992)을 포함하는 사회결정요인

(Marmot & Wilkinson, 1999)이 전반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적극적 정신건강이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Kelly et 

al., 1998; Nordin & Glimelius, 1997)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심리적·정신생리학적 매커니즘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된다. 즉, 정신건강, 신체건강 그리고 질병이라는 견지에서 건강에 대한 전인적 접근을 

강조하는 증거가 많은데, 이는 적극적 정신건강의 증진이 전반적으로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잠재적으로 정신장애와 

신체장애 모두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복잡한 상호작용과 더불어 정신건강증진이 건강, 행동, 질병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건강이 단순히 질병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WHO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시각을 견지한다는 점을 밝힌다.

 개념

적극적 정신건강 

베일런트(Vaillant, 2003)는 적극적 정신건강의 여러 모델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와 개념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적극적 정신건강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개념은 기능적으로 정상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것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표현은 특히 이러한 맥락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DSM-IV(APA, 1994)의 

GAF(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척도에서 최고점을 받는 특성인, “폭넓은 활동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이며 

생활상의 문제를 잘 해결하여 다른 사람이 그 긍정적인 특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었다. 흥미롭게도  

“증상이 없다”는 것이 정신건강의 점수 계산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정신건강의 개념이 단지 정신질환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며 정신질환과 구별된다고 보는 의견과 상반되는 것이다.

베일런트는 최초의 우주 비행사를 선발하기 위해 130명의 제트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적용하였다. 선발된 비행사들은 업무에 능숙하며 친밀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타인과 상호의존적이고 신뢰관계가 있었으며 극도의 소외감을 다룰 줄 알았다.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다룰 수 있으며 타인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도 있었다. 또한 이들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피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문제도 거의 일으키지 않았다. 베일런트는 야호다(Jahoda, 1958)와 다른 여러 학자들이 설명한 영역이 정신건강의 

개념화에 있어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3장 참조).

적극적 정신건강은 셀리그먼(Seligman, 1991, 2002)이 연구한 낙관주의와 “진정한 행복”이라는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회복탄력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이 덜하고 보다 행복하며 생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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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살 수 있다고 본다. 즉, 힘을 기른다는 것은 문제 발생 전에 심리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또한 

긍정심리학은 개인의 희망을 다루는데, 그중 하나는 정신질환·신체질환(Jacobson & Greenley, 2001)과 재난(예, 

뉴캐슬 지진; Lewin, Carr & Webster, 1998)을 포함한 삶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적응을 다루는 것이다. 

정신건강에는 사랑·친밀함·상호 애착을 포함하여 공감, 양육, 사회적/감정적 지능, 자제, 자기규제, 지혜, 

호기심과 창의력, 용기, 공평과 정의, 희망과 미래지향의 개념이 포함된다. 인지행동치료 개입으로 낙관주의, 

자기효능감과 희망(예, Seligman의 “낙관적 아이”: Seligman, 1991)과 같은 특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학습된 

낙관주의와 높은 자기효능감은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의 위험을 낮추며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그 예후를 좋게 한다. 

정신건강의 다음 모델은 성숙이다. 베일런트는 종단적 연구에서 정체성·친밀감·생산성·통합이라는 

발달과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신건강도 점차 증진된다고 강조하였다. 베일런트는 에릭슨(1950)의 

발달단계에 직업의 안정과 “의미를 지닌 사람”이 되는 것을 추가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는 상호 관계·공감·

감정의 통제·미래와 희망으로의 지향이 포함된다.

사회적·정서적 지능으로서의 정신건강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주관적인 안녕으로서의 정신건강은 환상 속의 행복보다는 기쁨·사랑·자기효능감·유희·깊은 관계와 

관련된 행복의 개념이다. 베일런트는 행복과 신체건강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연구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오스터(Ostir, 2000)는 연령·소득·교육·체중·흡연·음주에 관한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에 비해 일찍 죽거나 장애인이 될 확률이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수녀를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를 보면 자신의 20대 시절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많이 표현한 사람이 적게 표현한 사람보다 80세에 

사망할 가능성이 낮았다(24% 대비 54%: Danner, Snowdon & Friesen, 2001). 

정신건강의 마지막 개념은 회복탄력성이다. 베일런트는 이와 연관된 방어와 대처방식을 연구하여 회복탄력성이 

성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고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신건강이 취약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성숙한 방어유형에는 감정을 경험하고 조절하는 능력, 관계에 보답하는 능력, 유연한 반응, 

미래지향적인 기대와 유머가 포함된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개념을 보면 적극적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개입이 효과적이고 조작적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며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전인적인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 신체건강

신체건강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정신건강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보다 쉽다. “신체건강”은 보통 신체활동을 

통해 성취되지만, 불가피하게 높은 정신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는 기본적 기능이  

“건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리적 체계 안에서 추가적인 기능이 요구될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 정신건강과 같이 적극적 신체건강도 보통과 평균 이상의 더 나은 수준을 지향한다. 또한 

적극적 정신건강에서와 마찬가지로 적극적 신체건강 상태에서도 몇 가지 신체기능이 상실되더라도 신체건강이 

유지 된다고 본다. 이를 보여주는 예는 장애인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이다. 신체건강은 발달적 관점을 견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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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및 노년기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적극적 신체건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르다. 

적극적 신체건강은 신체와 정신의 모든 영역에서 손상, 질병,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회복탄력성도 포함한다. 

신체건강 역시 정신건강과 마찬가지로 자아효능감의 개념을 포괄한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그 기능에 대해 안녕감을 느낀다. 적극적 정신건강에서와 마찬가지로 적극적 신체건강이 단지 병리적 요소가 

부재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더 잘 조작화하고 측정할 필요가 있다. SF36-12(12장 참조)와 

같이 생명력을 반영하는 적극적인 개념인 “활력”은 적극적 정신건강 그리고/혹은 적극적 신체건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관계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이 상호작용하고 중복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실증적으로 검증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제트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같이 적극적 정신건강은 평균 이상의 적극적 

신체건강과 관련되어 있다. 신체운동으로 인한 안녕감과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체활동에서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은 두 영역 간인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정신건강의 증진이 잠재적으로 신체건강의 증진과 더불어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의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동반이환(comorbidity)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이 동시에 발생하는 동반이환은 흔하며 양자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신체질환과 

정신질환(불안이나 우울증 같은)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에 대해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 호주의 자료를 보면 우울증과 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39%가 신체질환이 있으며, 

신체질환이 있는 사람 중 적어도 14%가 우울증이나 불안이 있다(Andrews et al., 1999).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신체장애의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조기사망률도 높아 이들의 신체건강에 

얼마나 문제가 많지 알 수 있다(Coghlan et al., 2001; Lawrence, Holman & Jablensky, 2001).

최근 발표된 New York City Community Health Survey 결과에서는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뉴욕 내 33개의 지역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로, 정서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반적 건강이 세 배나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천식, 당뇨와 같은 조기 사망 위험이 있는 만성질환률이 높았으며, 운동 부족, 과음, 

흡연, 영양부족 등 건강을 악화시키는 위험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YC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2003).

신체질환과 정신장애는 다양한 질환의 분류(ICD 10, DSM-IV)에 의해 잘 정의되어 있다. 의료진은 진단기준을 

준거틀로 삼아 일관된 증상과 징후 그리고 관찰결과를 통해 병적 상태인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병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프다고 생각한다. 질병은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경험에 대한 기능적·사회적 산물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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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체이다.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 근본 병리는 명확할 수도 있고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병인과정은 진행 과정과 결과에 따라 복잡하고 상호적(예, 유전과 환경)이며 가변적일 수 있다. 많은 경우 

증상과 징후는 평균적이거나 정상적인 경험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울 

증상은 “가벼운” 우울증으로 분류된다. 발병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그리고 과정과 결과는 복합적이고 상호적으로 

작용한다. 알코올 사용에 있어 방어적인, 안전한, 유해한의 수준으로 나누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신체질환, 혹은 그 반대 

경우를 인식하고 치료하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정신건강과 정신질환

앞서 설명하였듯이 정신의학에서는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질환/질병분류 체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 분류체계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APA, 1994; Mezzich, 1995). 즉, 이들 대부분은 

정신질환을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거나 혹은 정신질환과 상반되는 정신건강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최근 많은 

종단적·횡단적·후향적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다루는 건강생성론(3, 4장 참조)

을 강조하고 있다(예, Werner & Smith, 1982). 이러한 맥락에서는 무엇이 회복탄력성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정의와 

평가가 다양하다. 이중 건강증진 요인과 적극적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를 설명한 연구가 있는데(예, 

Friborg et al., 2003), 특히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초점을 두었다. 정신질환이라는 역경에 처했을 때의 회복탄력성과 

그 결과는 특히 조현병 등의 중증질환이 있는 성인에게 중요한 정신건강 지표가 될 수 있다. 피터슨과 셀리그만

(Peterson & Seligman, 2004)은 강점관점을 활용한 척도인 the Values in Action을 소개하였다. 

적극적 정신건강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신체질환에의 적응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에 

적응할 때 “투지”(회복탄력성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개인의 심리적 특징)와 희망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HIV/AIDS가 있지만 “잘 지낸다”는 것은 질병에 대항하여 신체건강과 안녕이 증진되고, 임파워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질병에 대한 자세를 개선하고 낙인과 차별을 감소시키며,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키고 희망을 갖게 한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적극적 정신건강에 대해 어떤 기준이나 일반적 특성이 아직 정립되지는 않았다. 이는 각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특정 사회적·문화적 맥락의 특징으로 이해해야 한다. 연구자는 질적이고 자서전적인 

보고서를 통해 정신질환의 경험과 극복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는 정신장애에 대한 

전문가의 특정한 시각과 틀에 따라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요한 스트라우스(John Strauss, 1989)는 경험적 자료를 축소시키기보다는 보존하고 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질문 

방법을 개발하였다. 스트라우스는 (심리적·사회적·생물학적) 상호과정의 대부분이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연관된다고 하면서, 연구에서 친밀한 관계와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조현병 환자의 대처전략과 조절기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었다. (특정 문화와 환경에서) 적극적 대처전략의 예로는 행동비교, 이완, 자기대화, 사고통제와 같은 

인지적 전략, 스트레스가 적은 사회적 상호작용, 즐거운 일정 만들기, 성경책 읽기 등이 있다. 스트라우스(1987)는 

회복에 있어서 자기결정, 정체성과 의미의 역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재활에 관한 여러 중요한 과정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트필드와 래프리(Hatfield & Lefley, 1993)는 정신질환의 회복에 중요한 여러 요인으로 질병의 수용, 통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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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개인과 개인의 성장을 존중하는 가족과 전문가의 지원이 있다고 밝혔다.

쉬몰케(Schmolke, 2001, 2003)는 건강생성론(Antonovsky, 1987)과 건강증진(WHO, 1986)의 개념을 토대로 

조현병 외래환자에 대한 질적·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쉬몰케는 전문적 지식과 효율적 대처전략이 있는 

환자에게서 적극적 건강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때 가족과 동료, 파트너의 지지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 다른 보호요인으로는 일에 대한 갈망과 능력, 타인에게 중요하고 쓸모 있다는 느낌, 감정적 지지와 

의미를 부여하는 종교적 믿음과 영성이 있었다. (때로는 중증인) 정신질환자도 적극적 건강상태에서는 이러한 

보호적인 건강자원이 있다는 사실이 양적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보면 개인의 적극적 건강, 강점, 능력, 회복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어 보다 종합적인 치료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의 전 영역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 

건강전문가의 영향도 중요하다. 건강전문가는 회복(희망고취)을 위한 접근법을 개발해야 하며, 기능과 의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구를 개발할 때 이용자들과 기꺼이 협력해야 할 것이다(Holsenbeck, in Mulligan, 2003). 

이러한 연구를 할 때 실증적으로 타당한 방법과 이용자들의 바람을 인정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드시스토와 동료학자들은(DeSisto, 1995) 미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역학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Jacobson & Greenley, 2001 참고) 결과와 동일했다. 즉, 메인주(Maine)

에서 실시한 치료와 약물복용을 강조하는 의료중심의 모델과 비교하여, “회복모델”(희망, 사회연대, 자기결정과 

같은)을 기반으로 한 실천에서 회복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정신건강 연속체

Corey LM Keyes

키스(Keyes)는 미국 사람들의 정신건강 연속체를 개념화하였는데, 이는 다른 인구 집단을 조사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연속체에

서 정신이 건강한 상태는 “원기완성하다”라고 표현하고 높은 수준의 감정적 안녕과 적극적 기능이 발현되는 상태를 말한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경우는 “쇠약하다”로 표현하며 감정적 안녕이나 적극적 기능이 낮은 수준이다(Keyes, 2002, 2004, in press).

이 “진단체계”는 1995년 미전역의 2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한 the MacArthur Foundation Midlife in the 

United States(MIDUS) 조사에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개인의 정신건강을 긍정적 감정, 삶의 만족, 심리적 안녕, 사회적 안녕으로 측정하였으며, 

CIDI-Short Form(CIDI-SF)과 DSM-III-R의 진단기준에 따라 정신질환(주요 우울 삽화)을 평가하였다. 

두 가지 진단적 접근(예, 정신질환 또는 정신건강)을 통해 유병률을 산출할 수 있었다. 표 1을 보면 14.1%의 성인이 지난 12개월 동안 

주요 우울 삽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10명 중 적어도 8명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이 정신적으

로 다소 건강한 상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2%는 쇠약한 상태, 17%는 원기왕성한 상태).

이러한 결과는 정신질환(예, 주요 우울증)과 정신건강이 상관관계가 있지만, 정신질환이 있어도 건강하거나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독립적 영역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원기왕성한 성인의 약 5%, 정신적으로 다소 건강한 성인의 13%, 쇠약한 성

인의 28%가 과거 일 년 간 우울삽화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쇠약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원

기왕성한 사람에 비해 지난 12개월 동안 주요 우울증 삽화를 경험한 비율이 5~6배 정도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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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IDI-SF와 DSM-III-R을 활용한 12개월간 주요 우울삽화 진단 교차표

정신 건강 상태

지난 12개월 간 

주요 우울삽화 

경험 여부

쇠약함 N%
정신적으로 

다소건강함 N%
원기왕성함 N% 총계 N%

아니오

368

12.1%

정신적으로 불건강함

쇠약함

1715

56.6%

정신건강이 

중간 정도임

520

17.2%

정신적으로 건강함

원기왕성함

2,603

85.9%

예

143

4.7%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음

우울증 쇠약함

259

8.5%

정신건강이 나쁨

우울삽화

27

0.9%

정신건강이 나쁨

우울삽화

429

14.1%

총계
511

16.8%

1,974

65.1%

547

18.1%
3,032

정신건강으로 인한 부담과 이익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담을 조사하기 위해 지각된 정신건강·일상생활의 제약·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정신건강으로 

인한 업무생산성 저하를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Keyes, 2002, 2004). 연구결과 정신건강이 쇠약한 상태의 부담 정도는 주요 우울증

과 비슷하며 때로는 주요 우울증의 부담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기왕성한” 상태는 정신건강에 대한 부담이 가장 적은 것

으로 밝혀졌다. 

즉, 정신적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우울하고 “쇠약한” 상태) 사람은 우울하거나 쇠약한 상태 중 한 쪽에만 해당되는 사람에 비해 

근무일수가 적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으며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낮았다. 쇠약한 상태이기만 한 사람은 우울만 있는 

사람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의(경우에 따라 더 많은) 부담이 있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쇠약한 상태가 경미한 우울증으로 보이지는 않

는다는 점이다. 쇠약한 사람은 평균 0.2의 우울증 증상을 보인 반면, 정신적으로 다소 건강한 사람은 쇠약한 사람보다 확연히 나은 상태

를 보였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원기왕성한 사람의 부담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정신질환 그리고 신체질환

일부 연구에서는 정신건강과 신체질환이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데, 특히 우울증과 불안을 포함한 관련 

질병 그리고 심장병 (Kuper, Marmot & Hemingway, 2002), 뇌졸증(Carson et al., 2002), 당뇨병(Anderson et al., 

2001), 천식(Goldney et al., 2003), 암(De Boer et al., 1999)과 같은 주요 질환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이다. 이는 

우울증과 불안을 치료하면 부정적 신체건강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적극적 

정신건강의 증진과 우울증과 관련 장애의 예방을 통해 신체건강 결과를 유의미하게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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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적극적 정신건강의 증진을 통해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모두를 관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시스템과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심혈관계 질환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16~23%는 우울증을 경험하며, 33~50% 가량이 우울증 발병 후 심근경색증이 나타났다. 

공황장애는 관상동맥질환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우울증과 불안은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거나 울혈성 

신부전증이 있는 환자에게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 중에는 그 영향의 방향성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으며, 어떤 

연구는 우울 관련 장애를 심장병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보기도 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결여 및 직장과 개인의 

특성에서 기인한 우울증과 불안은 병의 위험성을 높이거나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Kubzansky & Kawachi, 

2000; Kuper, Marmot & Hemingway, 2002; Scheier & Bridges, 1995). 호주국립심장재단(the National Heart 

Foundation in Australia)의 연구를 보면 “우울증이 임상적 관상동맥성심질환과 그 예후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독립변수”(Bunker et al., 2003, p. 273)라는 증거가 있으며, 그 위험의 정도는 용량-반응효과가 있는 우울증의 

심각도와 연관된다고 결론지었다. 상대적 위험도의 총합은 1.64로 이는 우울 증상과 임상적 우울증 양자와 관련이 

있었다.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지지의 부재 또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신건강증진과 심장건강 개선을 위한 개별개입, 즉 정신교육, 상담, 행동전략을 통해 불안과 우울증이 

경감되지는 못하였으나 안녕감은 증진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인 운동은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잠재적으로는 

우울과 불안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심장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졌지만 심장병환자의 

우울과 관련된 위험은 경감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희망·자기효능감 그리고 흡연·음주·영양부족과 같은 위험요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이들 간의 

관계가 심장 상태에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이는 안녕·

자기 돌봄·희망 그리고 심장질환 예후와의 관계와 더불어 추후에 후속 연구가 필요한 중요한 영역이다. 

흡연·음주 등의 행위 그리고 운동·과체중 같은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은 여러 복잡한 원인과 관련 경로를 통해 

심장질환의 발병과 경과 그리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의 기회는 다차원적인 측면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뇌혈관질환

우울과 불안은 뇌졸증의 예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 가정방문, 여가치료, 상담과 

같은 개입은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지행동치료는 이 분야에서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Anderson, Hackett & House, 2003). 

인지행동치료는 임상 현장에서 효과적인 심리 사회적 개입이며, 자기효능감, 지식, 희망의 고취, 안녕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향후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사성 질환과 당뇨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우울과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nderson et al., 2001, 2002). 우울과 불안은 

당뇨병에 복잡하고 상호적인 영향을 주어 혈당 수치 조절이 어려워지고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당뇨합병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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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의 위험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면 위험요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동적·심리적 개입은 

당뇨병 환자의 불안과 우울 증상을 경감시키며 아동에게는 질병관리와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ibby, Tyc & Mulhern, 1998). CBT(인지행동치료)가 우울과 불안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혈당수치와 

혈당 조절에도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다(Snoek & Skinner, 2002). 이러한 연구는 안녕과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도록 개입하여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게 함으로써 전인적 관점에서 정신건강증진뿐 

아니라 신체건강 결과도 개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흡기 질환

천식도 정신질환과 동반이환되며 정신질환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주는 심리 사회적 위험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천식이 있는 사람 중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Goldney et al., 2003), 성인 천식 환자의 안녕과 기능이 이완요법 등의 행동치료와 교육을 통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Devine, 1996). 아동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가족치료도 아동 천식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anton & Barley, 2003). 신체질환이 있는 환자의 우울과 불안을 위한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지만 심리 사회적 개입으로 정신건강이 증진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암

선행연구를 통해 남성·여성·아동에게 있어 우울이나 불안이 다양한 형태의 암과 공존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환자의 나이가 어리면 우울이나 불안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이 상대적으로 중증이거나 재발한 

경우, 그리고 암이 많이 진행되었거나 신체의 모습이 바뀐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이전에 개인이나 가족에게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거나 사회적 지지가 낮고 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도 우울이나 불안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rsevick et al., 2002). 게다가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과 같이 특정한 가족적 

배경이 있는 경우에도 위험도가 높았다.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암환자(Fawzy et al., 1990; Spiegel, 1999), 특히 아동 암환자(Scott et al., 2003)의 

우울이나 불안 증세를 수정하는 심리 사회적 개입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심리적 요인이 암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대중의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는 아직 부족하지만, 불안이나 우울이 있는 

환자의 생존률이 낮은 경우가 있다(De Boer et al., 1999). 지지 집단과 투지가 유방암 여성환자의 생존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심리 사회적 영향은 광범위하고 복잡하다(Spiegel, 1999).

또한 불안이나 우울증 혹은 다른 주요정신장애(예: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공존하는 

신체질환의 치료와 연관되어 있다. 중증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의 경우 서비스 시스템에서 고립되어 있거나 

편견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힘들어서 신체 질환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Lawrence, Holman & Jablensky, 2001).

비만

비만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어서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엑피

(Ekpe, 2001)은 일반적으로 건강증진에 효과적인 행동변화를 통해서 체중감량과 같은 바람직한 건강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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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파워된 개인이나 지역사회는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여 적극적 건강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독

건강생성모델을 이론적 증거로 한 실증연구에서 20~60세 여성의 음주가 중독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는 

보호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즉, 이들은 결혼하여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스트레스와 자원 간의 

균형(또한 사회적 부담에 대해서)을 이루고, 통합감이 강하며, 삶의 즐거움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감정에 능숙하게 대처하며, 감정에 영향을 주는 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해 주관적으로 

만족하고(Franke, 2002) 있었다.

노인의 건강문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간의 상호관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태국 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에서는 좋은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건강에 대한 지식 추구, 종교 활동 참여, 타인과의 좋은 

관계, 수입과 지출의 적절한 관리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Othaganont, Sinthuvorakan & 

Jensupakam, 2002).

영국의 the 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Older People에도 노인 건강과 이들 요인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다. 여기에서는 여덟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낙상과 뇌졸중을 줄이고 취약한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 수준의 돌봄과 중간 수준의 돌봄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마지막 기준인 “노인의 건강과 

활력 있는 생활을 증진시킨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Biley, 2002).

HIV/AIDS 

낙관주의, 자기통제감, 의미감과 같은 정신적 신념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테일러와 동료학자들이 HIV에 감염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Taylor, 2000)를 보면 미래에 대한 낙관적 믿음이 

비록 현실적이지 않더라도 건강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경험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도 질병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늦추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트라우마나 삶에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의미와 통제, 

낙관과 같은 정신적 신념이 정신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신체건강도 보호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트레스와 건강 그리고 질병 

생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요인이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 경과, 

결과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다. 정신신경내분비학, 그리고 스트레스 환경이 뇌와 신체의 

생리적 반응에 잠재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신생리학과 같은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기의 학대가 뇌의 기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DeBellis et al., 1999), 정신질환의 발병위험성(Cicchetti, 1994), 

그리고 트라우마에의 재노출 위험성 등과 같은 연구를 보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넓은 의미에서 정신건강증진은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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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고 폭력과 위해로부터 보호하며 초기 애착과 가정생활로부터의 관계와 공감기술을 발달시켜야 한다. 또한, 

사회적·정서적·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역경에서 회복탄력성을 길러 성숙하도록 해야 한다. 생애 전반에 걸친 

효과적인 증진, 예방, 조기 개입 전략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CDHAC, 2000a, 2000b).

사회적 프로그램은 일부 상황에서 정신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프로그램으로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초기 가정방문(Olds et al., 1997), 감정조절을 돕고 발병위험률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 부모 

교육 프로그램(Sanders & Markie-Dadds, 1996), 자기효능감과 문제 해결능력 그리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한 학교 프로그램(Dadds et al., 1997; Jaycox et al., 1994) 등이 있다. 이외에도 사별과 트라우마 

등의 주요 생애 스트레스 요인을 다루기 위한 증진과 예방적 접근이 있다(Raphael & Wilson, 2000; Stroebe et al., 

2001).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문화권에서 적용할 수 있을 지와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의 상호연관성 및 스트레스 

요인과의 관계에 대해 추후 더 많은 연구와 프로그램 평가가 필요하다. 더불어 여성과 아동의 지위나 권리와 같은 

인권과 정신건강과의 연관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7장 참조).

행동과 정신건강 

건강행동은 앞서 설명한 정신건강과 신체질환 및 정신질환의 경로라는 것이 명백하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해서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인한 다양성과 복합성을 다루기보다는 운동과 우울증, 운동과 

약물사용이나 알코올 사용, 운동과 스트레스가 높은 생활경험과의 관계 등 이원적인 상호작용만을 규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빈곤과 사회적 불이익, 심지어 신체질환이나 부상과 같은 역경이 있더라도, 지지적이고 통합적이며 소외감이 

적은 사회 환경은 적극적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후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증진의 요소인 유전/환경의 상호작용과 이 복잡한 과정이 질병 취약성의 상호작용 패턴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관리 시스템과 환경의 개발 

앞에서 설명한 증거를 보면 정신건강증진 시스템과 환경의 개발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그리고 질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심리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 지지, 교육, 적응유연성을 높이는 

것, 공감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 스트레스에 대한 성숙한 방어능력을 지니는 것 모두가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항하여 적극적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 

지역사회 교육 시스템을 통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적극적 심리 접근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한 단기적 혜택으로는 아동이 지역사회에 더욱 통합되고 아동과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며, 적응적 

생각이나 행동, 문제 해결능력과 같은 회복탄력성의 요소가 발달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장기적인 혜택으로는 

폭력이나 반사회적인 행동, 물질남용,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이 있다. 이러한 적극적 요소는 적극적 정신건강을 

잠재적으로 증진시키고 부정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결과를 경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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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료상담 프로그램과 자기효능감·임파워먼트를 통한 정신건강증진과 회복 활동으로 사회적 지지 시스템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극대화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 결과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예, Chinman et al., 2001; 

Felton et al., 1995; Peter, 2003; Simpson & House, 2002; Valentine et al., 2003).

 결론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질병에 대한 전인적 접근은 과거 토착 신앙의 중심이었다. 건강과 질병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 간에는 복잡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 과학적 연구를 통해 과거에 비해 더 많이 규명되고 

있다.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의 관점에서, 이러한 전인적 시각은 매우 

중요하다.

위험 행동이 정신건강과 신체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전되고 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영양, 과음, 흡연, 불법적 약물 오용과 관련된 행동을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은 치료와 회복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Smith, 2004). 그러나 정신적 불건강이 위에 언급된 

위험행동으로 직접 이어지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후속연구를 통하여 정신적 불건강과 위험행동 간의 

상호작용의 방향과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방법과 정신건강과 신체적·정신적 질병의 변화라는 개입결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복잡한 생심리 사회적(biopsychosocial) 개입과 경로, 그리고 다층적 

상호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토착적 지혜와 “지혜의 과학”으로 과학을 개선시켜 더 

나은 정신건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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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정신건강증진 분야의 개념, 증거, 실천을 하나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장에서는 적극적 정신건강의 지표와 정신건강이 증진되어 나타나는 역량에 관한 지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전 장에서는 정신건강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3장), 이 개념을 전 세계에서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는지

(5장), 건강증진영역에서 정신건강 근본 개념은 무엇인지(8장), 정신건강의 결정요인에 대해 알려진 것은 무엇인지

(10장) 등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었다. 이 책에서는 적극적 정신건강의 지표를 개발 할 때 논리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정신건강 영역과 이론적 관점을 여러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잘하면 

시험적이라고 생각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시기상조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실무자, 정책 입안자, 연구자들은 통합된 이론 없이 필요에 따라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증진의 지표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정보에 대한 실천적인 체계를 만드는 성과가 있었다. 여기에는 

정신건강에 대한 역학연구, 삶의 질에 관한 국가 간 연구, 건강·정신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결정요인과 불평등의 

결과, 측정도구 문항 개발과 심리측정 연구, 건강 프로그램 관찰과 모니터 등이 포함된다.

 적극적 정신건강과 장애의 부재

정신건강증진 실무자는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질병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면 

정신건강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는 역학적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를 측정한 연구의 결과이기도 하다(Murray & Lopez, 1996). 이렇게 정신질환 발병률을 통해 

정신건강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것은 건강보다는 질병이나 이환율, 그리고 사망률에 초점을 두었던 전통적 공중 

보건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중 보건과 의료 서비스 전달에 대한 감시는 역사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급성과 만성질환, 생식건강, 상해, 환경과 직장의 위해성을 다루기 

위해 이러한 모니터링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있다(Thacker & Berkelman, 1992). 따라서 건강감시시스템에서는 

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질병과 위험, 위기 노출의 분포를 탐지하여 개인과 지역사회, 전체인구의 건강을 

모니터링한다. 반면에, 적극적 (신체)건강을 위한 공중 보건과 건강 서비스의 전달과 평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다. 개인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전체인구의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로 질병이 없는 것을 

지표로 보았다. 이러한 방법이 실용적이기는 하지만 질병과 건강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며, 적극적 건강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정신건강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있어 유병률과 사망률 지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전제한다.

그 동안 정신건강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 활동은 정신질환 유병률과 사망률 패턴과 분포를 평가한 인구보고에 

의거했으며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 활동에 어려움이 

많아서 양적방법과 범주화방법을 개발하고 사용하였다. 유럽과 미국에서 활용하는 정신질환분류체계는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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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아직도 개정 중에 있다. 5장에서 설명한 대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신건강을 하나로 

정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 간 비교에도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발달단계에 따라 증상이나 

질병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활주기에 따라서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늘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건강과 

정신건강 체계에서는 적극적 정신건강증진에 자원을 투입하거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즉, 

건강관련 자원의 상당부분은 질병의 발견과 치료, 관리를 위해 할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과 건강 서비스 제공을 

평가하기 위해 감시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건강에 대해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주류집단에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예방 개입을 통한 적극적 건강의 결과는 거의 측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극적 정신건강의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1장에서 언급한 대로 많은 

국가에서 정신장애로 인한 부담이 점차 증가하여 치료 가능한 역량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각 국가는 적극적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적 실험과 평가를 시도하고 증거를 평가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개입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CDHAC, 2000). 그러므로 이러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개입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며, 정신장애의 역학을 측정하는 몇몇 도구가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정신건강증진과 

예방 프로그램에서 질병이나 장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할 때에도 정신장애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고 삶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여 유능하고 생산적으로 일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안녕한 상태”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WHO, 2001, p. 1).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안녕의 정도는 다 다르며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수준도 모두 다르다. 적극적 정신건강의 지표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극적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생태학적 틀

정신건강의 지표를 만들 때 건강증진 실무자와 정신건강 실무자 간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건강증진 실무자에게 

건강증진이란 결정요인, 전략, 특정 행동수준을 다루는 개발 과정이며(Evans & Stoddart, 2003; Hamilton & 

Bhatti, 1996), 연구와 경험, 그리고 평가로부터 도출된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이 모델 전체는 언급된 가치와 가정을 기초로 한다(그림 12.1 참조; 16장 참조). 라티넨과 동료학자들(Lahtinen, 

1999, p. 11)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정신건강증진에서는 특히 참여와 역량강화 그리고 분야 간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개인, 위험집단, 지역사회, 

사회전체와도 협력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에서는 발전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가치를 강조한다.

건강증진접근은 특히 전인구 차원의 관점을 견지한다.

정신건강 실천가는 개인의 발달과정과 인생 전반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정신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적극적 

정신건강은 개인의 발달과정에 따라 특정한 문화적, 역사적, 정치사회적, 경제적 환경 안에서 표현된다. 적극적 

정신건강은 이러한 다양한 환경 안에서 개인·동료·가족과 연결되는 특정 이웃,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은 자신만의 발달적 특성과 역량이 있으며(유전적, 행동적, 사회적 역량), 이러한 역량은 

더 큰 체계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체계와 상호작용한다. 그 결과 개인의 정신건강도 건강의 다른 복잡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건강과 정신건강 체계의 통제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인과적 과정에서 다양하게 결정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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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문제와 장애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할 때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치료 서비스에서 

반드시 예방 전략까지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Zubrick et al., 2000b).

그림 12.1 건강증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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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실무자와 정신건강 실무자의 지향점이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 양자 모두 적극적 정신건강이 보다 넓은 

생태체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그 초점이 개인이든 전인구든 간에 보다 넓은 

사회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안에서 적극적 정신건강이 형성되며, 결국 이러한 환경이 제도와 개인의 

매커니즘을 통해 물질적,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은 이러한 환경과 그 상호작용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므로 적극적 정신건강의 지표는 

각기 다른 수준에서의 영향력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적극적 정신건강의 틀이나 모델의 초기단계에서 이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범주를 발달적 영향의 

다양한 수준에 따라 세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Korkeila, 2000; Lahtinen et al., 1999; STAKES and 

European Commission, 2000; Stephens, Dulberg & Joubert, 1999). 여기서 말하는 영향에는 여러 영역에서의 

관심사(예, 건강, 복지, 교육, 정의)와 문화, 사회, 정치경제의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척도가 포함된다. 

이 척도에는 1) 사회조직과 지역사회, 학교, 이웃, 직장의 반응에 관한 척도, 2) 가족과 동료의 인구통계학적, 

재정적, 사회적 환경과 행동에 관한 척도, 3) 개인의 심리적, 생물학적, 사회적, 재정적,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척도가 포함된다.

위의 내용 중 전체나 일부를 포함하는 틀을 개발하는 것은 분명히 광범위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척도에 지리적 환경, 조직의 경계 그리고 사회집단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을 직접 측정할 때 표집을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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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측정하고 후속집계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과 집단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시적 수준의 척도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12.2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 예이며, 아동의 취약한 정신건강상태, 학업문제(“낮은 점수”), 부모의 

행복수준을 결과변수로 보았다(Zubrick et al., 2000a 참조). 호주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실직,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한부모 가족구조, 부모의 취약한 정신건강, 가족갈등, 부정적인 생활사건, 

강압적인 규율 등을 위험변수로 보았다. 이 모든 위험변수는 증거로 잘 확립되어 결과변수와의 인과적 경로가 

명확하다. 이 외에 교육 행정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척도에 추가하여 학교라는 환경에 노출된 효과를 

측정하고 개인 차원의 기록에 포함하였다. 다이어그램에는 가사노동과 가족구조를 포함해서 맥락을 풍부하게 

하였으며, 이 외에도 3가지 반응 변수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시간, 소득, 인적·심리적·사회적 자본의 

척도를 포함하여 정교화 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 특히 정신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에 대해 사회생태학적으로 더 깊이 통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2.2에서는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부모 가정에서 전일제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학업문제가 더 적게 나타났다. 실직 중인 가정에서는 자녀의 정신건강문제가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가정은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많고 소득 수준은 낮아 가족갈등이 지속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정의 아동은 환경이 

좋지 않은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높다.

그림 12.2 정신건강 결과의 사회-생태학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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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의 선정 기준 

지표를 제시할 때에는 그 지표를 만들고 선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논의하는 것은 본 장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표를 선정할 때는 일련의 논리적인 활동에 따라야 한다는 정도만 정리하려 

한다. 그 논리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지표가 측정하려는 결과와 관련된 이론적 기반 설명

■ 측정하려는 양과 범위 선택

■ 측정의 기초가 되는 가치 기반 확인

■ 이러한 정보 수집의 타당성 결정

■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측정의 안정성 확립

이러한 단계는 대부분 이미 개발된 질문이나 척도가 있는 경우에 적용가능한 것이다. 이미 개발된 척도가 없다면 

사용자가 척도를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대부분의 연구자와 실무자는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문항과 

척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즉 여러 주관적인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최근의 이론을 적용하여 더 나은 측정도구를 

개발하거나 반응의 특성을 확립하며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문항 수를 줄이려고 시도해 보지도 않고, 이미 활용 

가능한 문항과 척도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지표로서 최대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속성이 있다. 바로 변화와 범주에 대한 관련성, 포괄성, 

안정성, 반응성이다(그림 12.3). 지표를 통해 수집한 정보로 전략을 세워 사람들이 기대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특히 이러한 속성이 중요하다.

그림 12.3 바람직한 지표의 속성

지표의 문항과 척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지역사회와 관련되어 있고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활동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안정된다.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에 민감하다.

■ 미래를 예측하고 향후 동향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 모니터링하는 인구 집단이나 사건에 포괄적으로 적용가능하다.

■ 안녕감의 분산 정도를 평가한다.

■ 지역사회와 국가 수준에서 목표 달성 과정을 측정할 수 있다.

■ 지역사회와 국가 간의 변동성을 측정할 수 있다.

■ 관련된 하위인구 집단에도 적용가능하다.

Moor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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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적 수준의 지표 

정신건강증진 활동이 인간의 기본욕구를 만족시키는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극적 정신건강의 

거시적 지표를 논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전쟁과 분쟁, 굶주림, 질병, 빈곤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적극적 정신건강이 발달될 기반이 손상된다(7장 참조). 이러한 환경에서 적극적 정신건강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 중에는 큰 역경을 잘 헤쳐 나가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전인구의 적극적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단계가 있으며, 새천년 개발목표는 이러한 욕구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림 12.4 참조). 이 목표는 선진국에서도 중요하지만 주로는 개발도상국과 관련되어 있다.

개발목표는 UN개발프로그램(2002)에서 검토한 것으로 총 1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에는 48개의 

지표가 있다. 이 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욕구를 상기하기 위해 이 지표를 인용하였으며, 이 

정신건강 지표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에서도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2.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천년 개발목표(2000년 9월)

■ 극심한 빈곤과 굶주림을 근절한다.

■ 보편적 초등교육을 실시한다.

■ 양성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한다.

■ 아동사망률을 낮춘다.

■ 산모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HIV/AIDS, 말라리아, 그 밖의 질병과 싸운다.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립한다.

■ 발전을 위해 국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출처: UNDP, 2002

새천년 개발목표는 인간개발보고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Fukuda-Parr & Kumar, 2003). 1990년에 처음 

발간된 인간개발보고서의 인간개발지수는 수명(기대 수명), 지식(성인의 문맹률과 1차, 2차, 3차 취학률의 총합), 

생활수준(1인당 국내 총생산)이라는 3개 분야의 성과를 측정한다. 인간개발지수는 인구조사와 국가의 행정적·

경제적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계산된다. 인간개발지수는 성취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인데, 단순히 국가의 경제적 

성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과에 관심을 두고 이를 옹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인간개발지수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Castles, 1999; Henderson, 2000; Jolly, 2000). 2000년 유엔 통계위원회

(UN NSC)에서는 통계에 활용된 1990년대 데이터의 품질과 적절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검토했다. 이후 

인간개발지수의 통계적 기초를 개선하며 관련 조언을 얻고, 인간개발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를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유엔 개발 프로그램을 착수하게 되었다. 

인간개발지수를 보완하는 것으로 두 종류의 인간빈곤지수(HPI-1, HPI-2)가 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빈곤 규모를 설명할 때 사용된다. 또한 성별에 따른 기대수명, 교육, 소득 분포를 측정하는 남녀평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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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I), 정치적·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 그리고 경제적 자원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 성의 분포를 설명하는 

여성권한지수(GEM)도 있다. 이러한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이 장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이는 기본적 

인간발달의 특징을 규명하는 거시적 차원의 국가 지표이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정신건강의 측정에 관심을 갖고 

실행하며 보다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개발지수나 이외의 개발지표를 활용하는 것과는 별개로(Brink & Zeesman, 1997 참조), 인구 집단의 특징적 

요인도 정신건강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사회적·경제적 거시-환경을 측정하는 데 핵심이다. 여기에는 소득수준, 

사회적 혜택의 이용가능성·분배·접근성, 고용과 장기실직 등이 포함된다. 이는 인구조사나 행정자료에서 

도출하거나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측정하여 지방과 국가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다.

 개인의 적극적 정신건강에 대한 지표

새로운 적극적 정신건강 지표의 대부분은 다양한 개념과 척도를 담고 있다. 이에는 삶에 대한 의미와 통합감, 

자아존중감, 일상생활과 일에 대한 통제감, 낙관적인 성향이 포함된다.

통합감

통합감(SOC) 척도(Antonovsky, 1987; 3장, 4장 참조)는 안녕감을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 척도는 

13개 문항과 29개 문항의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안토노브스키(1987, p 19)는 통합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삶에서 개인의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의 자극을 구조화하고 예측가능한 것으로 여겨 설명할 수 있으며,

2) 이러한 자극으로 인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3) 이러한 필요가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도전 과제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는 성향이다.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통합감 척도는 단일 기본 요소로 되어 있다(Antonovsky, 1993). 29개 문항 버전의 신뢰도 

계수는 0.82~0.95이었고, 13개 문항 버전의 신뢰도는 0.74~0.93이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52~0.97

까지로 범위가 넓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대상이 서로 달라 그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타당도 지수는 자존감

(0.63), 일반적 안녕감(0.62), 사기(0.71), 기질적 불안이 낮음(-0.75), 삶의 질(0.76)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Antonovsky, 1993). 통합감 척도는 1994~1995년 캐나다 전국 인구조사에서 사용되었다. 이 데이터를 2차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통합감은 연령과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아동기 트라우마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Stephens, Dulberg & Joubert, 1999). 이 척도는 통합감의 정서적 요인을 설명하지 못하며 

통합감이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지 혹은 매개되는지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난받았다(Siegrist,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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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보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Rosenberg, 1965) 심리사회 연구에서 

오랫동안 활용해 온 개념이다(Blascovich & Tomaka, 1991). 여러 척도 중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척도(RSE: 

Rosenberg, 1965), 쿠퍼스미스(Coopersmith)의 자아존중감 척도(CSEI: Coopersmith, 1982), 단일 문항 

자아존중감 척도(SISE: Robins, Hendin & Trzesniewski, 2001) 등이 주목할 만하다.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척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 척도는 10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리커트형 

척도로 자기-보고 형식이다(예,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는다).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10개 항목의 

신뢰도가 0.8로 높고 일반적으로 두 개의 하위 요인으로 묶인다. RSE 검사-재검사 신뢰도 정도는 준수하며 수렴 

타당도도 높다(Blascovich & Tomaka, 1991). 1994~1995년 캐나다의 전국 인구조사 결과 RSE는 연령, 교육, 현재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일관된 관계가 나타났다. 최근에는 “나는 스스로 자아존중감이 매우 높은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단일문항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한다. 로빈슨, 헨딘, 트레쉬넵스키(Robins, Hendin, 

Trzesniewski, 2001)는 SISE의 타당도를 확장했다. SISE와 RSE 척도 사이의 불일치 상관관계는 0.91~0.99 

사이였으며, 남성과 여성, 다양한 민족 집단, 다양한 직업, 17~61세의 다양한 인구층에서 활용되었다.

통제감

일반적으로 삶과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나 통제감은 건강, 안녕감과 관계가 깊다(Karasek et al., 1981; Lachman 

& Weaver, 1998; Marmot & Smith, 1991; Schnall, Landsbergis & Baker, 1994). 통제감은 때로 “지배력” 혹은  

“개인적 통솔력”이라고 알려져 있다(Pearlin et al., 1981). 펄린(Pearlin)과 스쿨러(Schooler)의 개인의 통제감 척도는 

주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통제하고 있다”고 여기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활용한다(Pearlin 

et al., 1981, p. 340). 통제감 척도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 타당도와 내적 신뢰도를 갖추고 있다

(Seeman, 1991). 이 척도도 1994~1995년의 캐나다 전국 인구조사에서 활용되었는데, 교육과 사회적 지지와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아동기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인생의 사건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Stephens, 

Dulberg & Joubert, 1999). 라크만과 위버(Lachman & Weaver, 1998)는 5개의 새로운 항목과 개인의 통제감 척도 

3~7개의 문항을 사용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통제감과 지각된 제약이라는 두 개의 기본 

요인이 나타났다. 개인의 통제감은 0.59~0.7 범위의, 지각된 제약은 0.60~0.86 범위의 내적 신뢰도를 보였다. 

통제감에 대한 지각이 높고 지각된 제약이 낮으면 삶의 만족과 건강수준이 높고 우울 증상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으로 인한 영향을 조절하는 결과도 나타났다.

직장 환경에 대해서는 직무 요구와 직무 통제력 간의 관계를 측정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 결과와 통제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다수 있다(Kohn, 1995; Marmot & Smith, 1991; Schnall, Landsbergis & Baker, 1994). 49

개의 직무관련 문항(JCQ: Karasek et al., 1998) 중 27개 문항을 재구성하여 직무 통제력, 심리적 직무 요구, 직무 

관련 사회적 지지, 신체적 요구, 직무 불안정성을 측정하였다. 직무 통제력은 기술관련 재량권, 의사결정권, 기술 

과소화가 결합된 것이며, 직무 관련 사회적 지지는 감독자와 동료의 지지가 결합된 것이다. 미국의 취업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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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rtz, Pieper & Karasek, 1988)에서는 14개 문항으로 직무 요구와 직무통제력1을 측정하였다. 카라섹(Karasek)

과 동료학자들(1998)은 직무 불안정성의 내적신뢰도는 0.61, 신체적 요구의 내적신뢰도는 0.86이었다고 보고 

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직무관련 설문지(JCQ)를 사용하였는데, 심리적 직무 요구의 내적 신뢰도 계수가 

가변적이긴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Cheng, Luhm & Guo, 2003). 요인분석 연구에서 

심리적 직무 요구와 의사결정 재량권 요인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JCQ 척도의 변수를 

확증하였다(Cheng, Luhm & Guo, 2003; Kawakami et al., 1995).

낙관주의

낙관주의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안녕과 관련되어 있어서(Scheier & Carver, 1992) 낙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안정적이고 문제 중심의 대처 전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Carver et al., 1993; 3장 참조). 낙관주의는 

통제감, 기질적 불안, 자아존중감, 신경증적 경향과는 별개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예측요인의 효과를 

통제하면 낙관주의는 계획, 긍정적인 재해석과 성장, 사회적 지지와 종교를 추구하는 의지를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

(Scheier, Carver & Bridges, 1994).

삶의 지향성 검사-개정판(LOT-R: Scheier, Carver & Bridges, 1994)은 낙관주의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 자기보고식의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6개 문항의 5점 리커트형 척도(예, 나는 뭔가 

불확실할 상황일 때 좋은 쪽으로 기대한다)와 4개의 보충 문항(보충 문항은 실제 측정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정도에 대해 응답하게 된다. 부정 문항과 긍정 문항이 낙관론과 비관론 두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LOT-R의 저자들은 낙관주의-비관주의의 범위를 아우르는 단일한 기본 

요인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6개 문항의 내적 일관도는 0.78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 범위는 4개월에서 28개월 

후에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0.56~0.79로 나타났다(Scheier, Carver & Bridges, 1994).

 개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지표

이 장에서는 주로 적극적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부정적인 정신건강 즉, 정신적 고통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신적 고통을 측정하여 개인의 정신적 고통 정도를 평가하고 

자살 등의 특정 행동을 살펴보려 한다. 

Kessler-10 (K10) 

K10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최근 4주간의 불안과 우울 증상의 정도에 대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전반적인 

심리적 불안감을 측정한다(Kessler et al., 2003). 이 도구는 최저값과 최고값을 모두 포함하며, 모집단의 약 

1    기술 활용 정도를 측정하는 두 항목은 측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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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9% 정도가 정확하게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다(Public Health Division, 2002). 각 문항은 4주 동안 이러한 

증상을 경험한 정도를 5단계의 서열척도(전혀 아님~모두 경험함)로 평가한다. 이 척도(축약형 K6)는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의 인구 조사에서 활용되었다.

K10과 비교되는 설문지로는 일반건강설문지(GHQ), 12개 문항의 축약형 건강조사(SF-12), 국제진단면담

(CIDI)에 의한 불안 및 정서장애 진단도구 등이 있다(Andrews & Slade, 2001). 이 척도의 일치도 계수와 가중치 

일치도 계수 점수의 신뢰도 값은 0.42~0.74 범위였다. 케슬러와 동료학자들(Kessler, 2003)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두 척도의 검사 결과가 유사하다고 보고하였다(각각 0.854, 0.865 이하의 면적). 몇 가지 척도를 평가해 보면, 

K6이 가장 효율적이어서 민감도는 0.36(SE 0.08), 특수성은 0.96(SE 0.02)였다. K10의 신뢰도, 타당도, 간결도가 

높아 전체인구의 정신적 고통을 측정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된다. 

축약형 건강설문조사: SF-36

SF-36은 임상실습, 연구, 보건정책 평가, 일반인구조사에서 활용하도록 설계되었다(Ware & Sherbourne, 1992). 

본래 이 척도는 의료결과연구(Medical Outcome Study MOS)의 일부로 고안되었고, 이후 35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척도는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8가지의 건강 개념을 평가하는데, 1) 건강문제로 인한 신체 

활동의 제한, 2) 신체적, 정서적 문제로 인한 사회적 활동의 제한, 3) 신체적 건강문제로 인한 일상적인 역할 활동의 

제한, 4) 신체 통증, 5) 전반적 정신건강(심리적 고통과 안녕감), 6) 정서적 문제로 인한 일상적인 역할 활동의 제한, 

7) 활력(에너지와 피로), 8) 전반적 건강 지각이다. 추가 문항에서는 건강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이 

조사는 면담이나 자기보고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14세 이상에게 적합하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다는 의미이다.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0.73~0.96 범위이며, 2주 후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도 높아서 0.63~0.81 범위였다.  

8가지 건강 개념 중 특히 ‘정서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5개 문항, ‘정서적 문제로 인한 역할 제한’을 측정하는 3개 

문항, ‘활력’을 측정하는 4개 문항이 관심의 대상인데, 이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각각 0.95, 0.96, 0.96였다(Brazier 

et al., 1992). ‘정서적 문제로 인한 역할 제한’을 측정하는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일이나 활동에서의 제약이 더 

적게 나타난다. 또한 ‘활력’에 점수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증가하고 피로감이 감소한다.

SF-36의 역사와 속성, 용도를 증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축약 버전이 있으며 하위척도를 활용하거나 

하위척도를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의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살, 자해손상, 자살생각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자살이 정신적 고통의 지표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물론 자살과 정신장애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수차례 입증되었고, 일반적으로 자살율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망의 원인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표로 활용할 때에는 몇 가지 특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자살을 달리 정의하며 모니터하는 역량도 서로 다르다.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자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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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동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자살을 보고하는 비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전체인구에서 

보면 자살은 여전히 비교적 드문 사건이며, 하위 인구 집단에서(예, 노인이나 청년), 단기간에, 국가나 지역에 따라 

변동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건의 희귀성, 보고의 특성, 인과적 경로의 복잡성으로 인해 자살은 전체 인구의 

정신적의 고통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아니다.

자해로 인한 손해 가능성이 크고, 널리 퍼져 있으며 잠재적이어서 자살 사망율이 은폐될 수 있다. 자해로 인한 

부상이란 여러 현상을 포함하는데, 대부분 심리적 고통과 정신장애와 관련되어 있다. “자해로 인한 손상”이라는 

말에는 “자살극”이나 “자살시도”와 같은 용어가 담고 있는 경멸적인 의미는 없다. 자해로 인한 손상이 많이 나타나고 

정신적 고통의 결정요인(예, 약물과 알코올 사용, 우울, 폭력)과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후에 자살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모니터하여 정신건강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자살충동을 물어보는 것도 정신적 고통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질문 내용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자살을 고려해 보거나, 어떻게 자살할지 계획한 적이 있는가?” 등이다. 호주에서 

전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1년간이나 일생 동안의 자살생각 비율은 각각 3.4%와 16.0%였다(Pirkis, 

Burgess & Dunt, 2000). 1년 동안의 자살생각은 불안과 정서장애 및 물질남용 장애와 관련되어 있었다. 자살생각이 

있었다고 답한 사람 중 약 12%가 실제로 자살시도를 했다. 청소년의 자살생각 비율에는 차이가 많았다. 셀과 랍슨

(Sell & Robson, 1998)은 영국 학생의 자살생각 비율이 7~9% 정도라고 보고했으며, 스위스는 45%(Rey Gex et al., 

1998), 호주는 61% 정도로 높았다(Schweitzer et al., 1995).

다시 말하면, 자살생각만으로 정신적 고통을 측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자살생각률의 변동성과 변화성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데 일관성 있는 척도를 적용하고, 이 척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반응성과 가치를 갖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에 대한 적극적 정신건강 지표

Elise Maher, Elizabeth Waters

모든 아동은 최상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신체, 건강, 영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자격이 있다(유

엔 아동권리협약, UNICEF).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아동을 잘 이해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아동의 일상

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영향을 인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려는 노력이다(NPHP, 2004). 여기에는 아동과 가족이 일상생활을 영

위하는 환경인 지역사회의 또래 집단, 보육 환경, 학교와 같은 사회적 지역사회 속에서 아동의 능력과 가족이 제공하는 역량을 강화시키

는 것이 포함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정신건강 지표는 아직 잘 확립되지 않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와 마찬가지로 아동기 정신건강

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고통에 초점을 두어, 우울, 자살, 괴롭힘, 공격적 행동, 비행, 물질 오용의 수준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개인(아동과 가족), 조직과 지역사회(이웃, 또래, 보육 및 학교), 사회적(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등 다양한 수준에서 아동을 위한 적

극적 정신건강의 지표를 개발하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긍정적 정신건강 지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와 강한 자신감, 그리고 자기가치를 나타낸다. 이러한 지표에는 소

속감, 자아존중감, 참여, 자기결정, 통제력, 삶의 질 측정이 포함된다(VicHealth, 1999; Zubrick et al., 2000b). 가족 지표에는 부모의 정신

건강, 비폭력, 가족의 결속력, 부모와 자녀의 애착 및 자녀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자녀를 위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등 부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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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적극적 정신건강 지표에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인지가 포함된다(예, 안전한 놀이 공간에의 접근성). 

학교와 보육 환경에서 아동의 자기-가치, 기술 발달이 이루어지는 정도는 사회와 학습 환경의 질에 따라 달라지고, 직원이 아동의 기술

과 성취도를 인정하고 가치를 두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특성은 평등과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고, 아동을 보호하고, 폭력과 괴롭

힘을 최소화하는 정책이나 관행이 존재하는지와 직원/학생 비율에 대한 조직적,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 수준에서의 적극적 정신건강 지표는 사회의 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다. 자원이 취약한 국가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지

표로 깨끗한 물, 적절한 음식, 안전한 피난처 등의 필수 요건에 접근이 가능한지도 측정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원을 갖춘 국가에서는 

공정성과 부모의 사회적 참여(교육 참여, 여성의 노동참여, 적절한 수준의 보육시설에의 접근성)와 아동에 부여하는 사회적 가치와 아동

을 보호한다는 증거(예, 노동력 착취와 성적인 착취로 부터 보호하는 등 아동의 권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편적인 교육과 보건 서비스)

를 정신건강의 지표로 평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적극적 정신건강의 지표에는 아동을 위해 통합적이고 지지적인 공공정책과 프로그램,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위한 법적 기반이 강력한지와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해 자원이 적절하게 배분되는지가 포함된다.

아동을 위한 적극적 정신건강의 지표 개발은 여전히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제시하는 지표가 바람직한 속성을 

보여준다고 확인되기까지는 개념적 연구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관련된 문헌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확인하

고,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안녕감과 삶의 질에 대해 여러 유럽 국가에서 실시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예, 유럽

연합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유아선별(KIDSCREEN) 척도를 활용하여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측정). 

 정신건강의 결정요인

거시적 수준의 지표에 대해서도 논의하지만,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진 개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자료도 중요하다. 인구통계학적 결정요인 외에도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사건에 노출되는 것도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정보수집의 기초는 인구센서스의 항목이다. 정신건강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때에는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인구센서스와 일치하는 항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수집에서 중요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연령, 성별, 가족구조, 거주지, 교육수준, 소득, 노동력 상태, 현재 고용상태, 장기 실직 

등이다. 이러한 변수로 전인구와 하위집단의 특징을 규명할 수 있고, 정신건강증진을 계획하고 표적집단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사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사건을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Brugha & Cragg, 

1990; Cohen, 1988; Dohrenwend et al., 1978; Holmes & Rahe, 1967; Sarason, Johnson & Siegel, 1978; 

Wethington, Brown & Kessler, 1995). 취약한 정신건강과 정신질환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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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가 있지만(Brown & Harris, 1989; Stephens, Dulberg & Joubert, 1999), 스트레스와 취약한 정신건강, 

정신질환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Kessler, 1997). 최근에는 종단적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발현 간에 환경과 유전요인의 상호작용이 적용된다고 보고되었다(Caspi et al., 

2003). 또한 생활사건은 가족 구성원 모두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불안이나 우울과도 관련되어 있다

(Rijsdijk et al., 2001).

케슬러와 웨딩턴(Kessler & Wethington, 1992)의 표준화된 생활사건과 어려움 면담(SL), 브라운과 해리스(Brown 

& Harris, 1989)의 생활사건과 어려움 목록(LEDS)을 활용해서 전인구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당히 심도 

깊고 복잡한 면담도 가능하다. 이 장에서는 보다 적은 숫자의 사람을 측정하는 도구 중에서 활용가능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SS: Cohen, Kamarck & Mermelstein, 1983)와 위협적인 경험 목록(LTE: Brugha & Cragg, 1990) 

척도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SS)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Cohen, Kamarck & 

Mermelstein, 1983, p. 385). 따라서 PSS는 생활사건 그 자체보다는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PSS

는 14개 문항(예, 한 달 동안 예기치 않게 발생한 일 때문에 화가 난 적이 몇 번이었습니까?)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PSS는 내적 신뢰도가 높아(0.85) 2주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85이고, 6주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55이다. PSS 점수는 우울, 신체 증상, 사회적 불안과 관련되어 있으며, 생활사건 점수와는 상관관계가 

낮다(Cohen, Kamarck & Mermelstein, 1983). 이러한 결과를 보면 PSS 척도가 특정한 생활사건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라는 이론적 기반을 뒷받침한다. 코헨, 칼마르크, 머멜스타인

(Cohen, Kamarck & Mermelstein1983)은 내적 신뢰도 0.72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된 PSS의 “축약 버전”을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반면 대규모의 무작위 연구에서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PSS-10 버전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Cohen, 1988; Cole, 1999).

PSS와 달리 위협적인 경험 목록(LTE)은 12개의 주요 생활사건을 범주화한 것으로 설문뿐 아니라 면담에서도 

활용가능하다. 각 문항은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특정한 사건(예, 부모나 자녀 혹은 배우자의 사망)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한 문항(당신이 가치를 두는 무언가를 잃었거나 도둑을 맞았다)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사건의  

6개월 후 검사-재검사의 신뢰도는 0.78~1.0 범위였다. 정보제공자의 일치도 계수(kappa)는 0.7~0.9 범위였으며, 

위협적인 경험목록(LTE)의 동시타당도가 생활사건과 어려움 목록(LEDS)보다 더 높았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종종 환경 변수라고 개념화된다. 그러나 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지지는 성격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유전적 요인(Kendler, 1997)의 영향을 받는다(Sarason, Sarason & 

Shearin, 1986). 사회적 지지는 환경 내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사람간의 행동을 통해 상호보완되어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종단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건강, 더 구체적으로는 적극적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음이 증명되었다

(Cederblad et al., 1995). 스티븐스, 둘버그, 주버트(Stephens, Dulberg와 Joubert, 1999)는 1994년~1995년 

캐나다의 전 국민 건강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서 스트레스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하였다(p. 123). 발레라(Barrera, 1986, p. 414)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 특정, 모형을 검토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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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가 “연구 개념으로 유용할 만큼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척도가 

성과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용어를 더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1) 사회적 연결, 조직 참여, 가족 및 친구와의 

접촉,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 타인과 애착을 갖는 정도 2) 지원의 활용가능성과 적합성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

(예, 지각된 사회적 지지) 3) 정서적 지원, 정보, 실질적인 보호나 물질적 도움 제공에 대한 반응(Barrera, 1986; 

Ruehlman, Lanyon & Karoly, 1999)이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이 다양하고 사회과학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양한 문항의 측정 

도구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Korkeila, 2000). 사회적 지지 설문은 27개 문항을 6개 문항으로 축약하여, 응답자에게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게 한 후, 지원받은 전체 내용을 쓰고 그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게 한다(Sarason et al., 1983; Sarason et al., 1987). 다른 설문에서는 응답자가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활용가능성을 기록하도록 한다. 

사회적 지지와 의료적 성과 연구에 대한 조사(MOS-SSS)는 20개 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에서 활용하였다(Sherbourne & Stewart, 1991). 이 척도는 1998년~ 

1999년 캐나다 전 국민 건강조사에서 활용되었다. 이 척도에서는 정서적/정보적 상호작용, 실제적인 상호작용, 

다정한 상호작용, 긍정적 상호작용이라는 네 가지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한다. 이 척도는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가 높고, 네 개 하위척도에서 1년간 적정한 안정성(0.72~0.76)이 나타나고, 내적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되며, 각 하위척도의 알파계수는 0.91~0.96 범위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전반적인 점수를 알 수 

있었고 내적 일관성도 높았다(알파 계수 0.97) (Sherbourne & Stewart, 1991).

삶의 질(QOL)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사용한 역사는 길다(Andrews & Withey, 1976; Diener, 1994). 삶의 질 

척도에는 몇 가지 영역과 측면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서, 이를 정신건강의 결정요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과 내용적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WHOQOL-100 척도를 예를 들어보면, 이 척도는 긍정적인 느낌, 

자아존중감, 에너지와 피로, 사회적 지지, 재정적 자원, 영성 등 24개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WHOQOL Group, 

1998). 또 다른 척도인 질병통제와 예방의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에는 4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응답자가 한 달 동안 정신건강이 취약했던 일수를 기록하는 것이다(예, 스트레스, 우울, 정서 문제)(Hennessy et al., 

1994).

해거티와 동료학자들(Hagerty, 2001)은 척도의 타당도와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14개의 기준을 적용해서 전 

세계에서 자주 활용되는 삶의 질 척도 22개를 검토하였다. 많은 도구가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간이 지난 후나 하위집단 관찰에서도 그러했다. 그러나 도구 중에는 다음의 4가지 영역 중 어느 한 기준에 

미달되는 것도 많았다. 4가지 기준은 1) 정의와 범위가 불분명함, 2) 투입과 산출이 구분되지 않음, 3) 공공정책에 

민감하지 않음, 4) 수렴타당도가 부족함이다(Hagerty et al., 2001). 최근에 나온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 

보고서를 보면 시계열과 동시 타당도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여(CDC, 2000)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였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정신건강이나 정신질환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삶의 질 척도에 정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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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문항과 영역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 장에서 다루었다.

 정신건강증진에서의 역량 구축

지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정신건강증진에서의 역량강화 지표개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건강증진 분야가 발전되기 시작한지는 20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정신건강증진 영역은 더 최근에 등장한 분야이다. 

그러므로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실천에 적용되는 여러 부분이 정신건강 영역에도 적용된다. 그중 역량 구축 

접근법이 특히 그러하다.

역량 구축은 “새로운 구조, 접근, 가치를 형성하여 조직이나 지역사회가 건강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능력을 

변화시키는 개입”을 말한다(Crisp, Swerissen & Duckett, 2000, p. 100). 역량 구축은 개인의 건강증진 기술과 역량 

개발도 포함한다(Hawe et al., 1998). 역량 구축을 위해서는 하향식 접근법, 상향식 접근법, 파트너십 접근법, 

지역사회 접근법이라는 네 가지 접근 방식이 가능하다(Crisp, Swerissen & Duckett, 2000). 굿맨과 동료학자들

(1998)은 역량 구축을 위해서 연합 구성, 네트워크, 프로그램 계획·관리·전달·평가, 건강증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습득과 이용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한 매커니즘이라고 했다. 이같이 접근법과 메커니즘이 다르면 

역량 구축을 측정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접근방식이나 메커니즘이 어떠하든 아래에서 설명하는 인력 개발, 조직 개발, 자원 배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네 가지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O’ Hanlon et al., 2002).

인력 개발

인력 개발 지표는 상향식인 경우가 많다. 이 지표에는 인력이나 전문직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지침과 정책, 프로그램의 실행과 접근성, 직원 태도·지식·기술, 프로그램에 참여 빈도수나 범위 등이 

포함된다.

조직 개발

조직 개발 지표는 보통 하향식이며, 여기에는 정신건강증진을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보급하고 실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정도,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방향을 이에 맞춰 재조정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자원 배분

건강증진 활동과 프로그램에 배정된 자원은 행정적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자원은 예산과 인적자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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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나 민간, 비정부조직에서 활용하는 자원 등이다. 할당된 자원을 측정하는 것은 하향식이지만, 파트너십 개발 

수준을 가늠하는 기금의 범주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평가하는 방식도 있다.

파트너십 

파트너십을 측정하는 지표에는 네트워크의 밀도, 조직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 핵심 파트너의 참여 정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Crisp, Swerissen & Duckett, 2000). 중요한 점은 파트너십의 전략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히멜먼(Himmelman, 2001)은 연합이나 파트너십 활동에 네 가지 수준이 있다고 말했다. 그 네 가지 수준은 

네트워킹, 조직, 협력, 협업이다. 협업은 모든 참여자가 파트너십을 갖고, 서로가 신뢰하며, 모두가 상당한 권한을 

갖는 것이다. 호주의 빅토리아 건강증진재단(VicHealth)에서는 기관이 협업을 향해 나아가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VicHealth, 2003).

 결론

이 장에서는 지표를 선별하여 살펴보았다. 각 지표의 개인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에서의 인구통계학적 자료와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심을 갖고 보았다. 이는 적극적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특정한 결정 요인을 측정하는 도구가 더 관심을 끌기도 할 것이다. 물론 더 나은 측정 방법이 

개발되거나 적절한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말이다. 정신건강증진 실무자들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 서비스가 표적집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효과가 적은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 환경의 결정요인을 측정하는 척도가 중요하다. 

적극적 정신건강(정신질환)을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은 넓게는 인간 발달의 이슈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정신건강과 적극적 정신건강증진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시행할 때 더 강조하거나 덜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측정 도구는 이를 개발할 당시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건강보다는 질병을 측정했었고, 적극적 정신건강을 측정하기보다는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를 측정하였으며, 

심리적 고통을 측정하는 지표가 더 많이 개발되고 활용되었다. 향후에는 적극적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역량을 구축하고 자료의 결과를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건강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는 핵심개념이고 활동이다

(McQueen & Puska, 2003). 우리는 이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간략하게 다루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인력·자원·조직·파트너십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이는 측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관리감독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전제 조건 

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 다룬 내용 중에는 생략된 부분도 많다. 그리고 정치, 지역사회, 종교적 가치, 관행, 문화적 관습에 따라 

지표를 선택하는 것과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보건당국과 자료 보관소에서는 자료 

수집시기와 내용, 시간경과에 따른 비교 가능성, 기존에 수집된 자료의 항목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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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고 있다. 또한 조직 환경(예, 학교와 인근 지역) 내에서의 측정 문제나, 적극적 정신건강을 측정할 때 연령과 

관련된 문제(예, 연령차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인)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다. 우리는 삶의 질 척도가 적극적 

정신건강과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데 광범위하게 활용된다고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이 장에서 특정 

정신질환이나 장애(예, 우울, 불안) 혹은 동일선상에 있는 다른 요인(예, 행복)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장에서 언급한 여러 분야의 기술적 발전, 문항과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그리고 특정한 측정 결과로 나타난 

상관관계 등은 개발도상국이나 특정 문화권에서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적극적 정신건강의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확립된 이론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연구와 이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건강보다는 질병의 역학을 강조하였고, 정신건강보다는 신체건강을 더 많이 강조하였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이 취약하면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자료가 많아지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는 있다. 이로 인한 부담은 기존의 서비스나 향후에 이루어질 서비스로는 충족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예견된다. 그러므로 적극적 정신건강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약 예방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치료를 통해 개인을 회복시키려 한다면, 적극적 

정신건강을 확립하고 건강의 결정요인을 증명하는 것이 정신건강증진을 실천하는 데 필수적이다.



162 • 정신건강증진

Andrews FM, Withey S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Andrews G, Slade T (2001). Interpreting scores on the Kessler 
population: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
chiatry psychological distress scale (K10).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 25:494–497.

Antonovsky A (1987). Unraveling the mystery of health. San 
Francisco, Jossey-Bass.

Antonovsky A (1993). The structure and properties of the 
sense of coherence scal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6(6):725–733.

Barrera MJ (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
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
munity Psychology, 14:413–445.

Blascovich J, Tomaka J (1991). Measures of self-esteem. In: 
Robinson JP, Shaver PR, Wrightsman LS,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vol. 1. San 
Diego, CA, Academic Press.

Brazier JE et al. (1992). Validating the SF-36 health survey 
questionnaire: new outcome measure for primary care. 
British Medical Journal, 305:160–164.

Brink A, Zeesman A (1997). Measuring social well being: an in-
dex of social health for Canada. Ottaw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Applied Research Branch.

Brown GW, Harris TO, eds. (1989). Life events and illness. 
New York, Guilford Press.

Brugha TS, Cragg D (1990). The list of threatening experienc-
e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brief life events question-
naire. Acta Psychiatrica Scandanavica, 82:77–81.

Carver CS et al. (1993). How coping mediates the effect of 
optimism on distress: a study of women with early stage 
breast canc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2):375–390.

Caspi A et al. (2003). Influence of life stress on depression: 
moderation by a polymorphism in the 5-HTT gene [Re-
ports]. Science, 301(5631):386–389.

Castles I (1999). Reporting on human development: lies, 
damned lies and statistics. In: Castles I, ed. Facts and fan-
cies of human development. Canberra,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 Australia: 55–81.

CDC (2000). Measuring healthy days: population assessment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tlant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HAC (2000). Promotion,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for mental health – a monograph. Canberra, Common-
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Cederblad M et al. (1995). Coping with life span crises in a 
group at risk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from the 
Lundby study. Acta Psychiatrica Scandanavica, 91:322–
330.

Cheng Y, Luhm W, Guo Y (200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hinese version of the job content questionnaire in 
Taiwanese work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0(1):15–30.

Cohen S (1988). Life events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Newberry Park, CA, 
Sage.

Cohen S, Kamarck T, Mermelstei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4):385–396.

Cole SR (1999). Assessment of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in 
the perceived stress scale-10.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3:319–320.

Coopersmith S (1982). Self-esteem inventories.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Crisp BR, Swerissen H, Duckett SJ (2000). Four approaches 
to capacity building in health: consequences for measure-
ment and accountability.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15(2):99–107.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103–157.

Dohrenwend BS et al. (1978). Exemplification of a method 
for scaling life events: the PERI life events sca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205–229.

Evans RG, Stoddart GL (2003). Consuming research, produc-
ing polic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3):371–
379.

Fukuda-Parr S, Kumar AKS, eds (2003). Readings in human 
development.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Goodman RM et al. (1998). Identifying and defining the 
dimensions of community capacity to provide a basis for 
measurement. Health Education and Behavior, 25(3):258–
278.

Hagerty MR et al. (2001). Quality of life indices for national 
policy: review and agenda for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1–96.

References



CHAPTER 12.  정신건강의 지표 • 163

Hamilton N, Bhatti T (1996). Population health promotion: an 
integrated model of population health and health promo-
tion. Ottawa, Health Promotion Development Division, 
Health Canada.

Hawe P et al. (1998). Working invisibly: health workers talk 
about capacity-building in health promotion. Health Pro-
motion International, 13:285–295.

Henderson D (2000). False perspectives: the UNDP view of 
the world. World Economics, 1(1):1–19.

Hennessy CH et al. (1994). Measur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for public health surveillance. Public Health Reports, 
109:665–672.

Himmelman AT (2001). On coalitions and the transformation 
of power relations: Collaborative betterment and collab-
orative empower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2):277–284.

Holmes TH, Rahe R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213–218.

Jolly R (2000). Misrepresenting the human development report 
and misunderstanding the need for re-thinking global gov-
ernance. World Economics, 1(3):1–15.

Karasek R et al. (1981). Job decision latitude, job demands and 
cardiovascular disease: a prospective study of Swedish m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1:694–705.

Karasek R et al. (1998). The job content questionnaire (JCQ): 
an instrument for internationally comparative assessments 
of psychosocial job characteristic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3(4):322–355.

Kawakami N et al. (1995). Assessment of job stress dimensions 
based on the job demands-control model of employees of 
telecommunication and electric power companies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4):358–
375.

Kendler KS (1997). Social support: a genetic-epidemiologic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4(10):1398–
1404.

Kessler R, Wethington E (1992). Interview schedule for the life 
experiences study. Ann Arbor, MI, Institute for Social Re-
search, Survey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

Kessler RC (1997). The effects of stressful life events on depres-
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191–214.

Kessler RC et al. (2003). Screening for serious mental illness 
in the general popul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0(2):184 –189.

Kohn M (1995). Socials structure and personality through time 
and space. In: Moen P, Elder GH, Luscher K, eds. Examin-

ing lives in context: perspectives on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41–168.

Korkeila JJ (2000). Measuring aspects of mental health. Helsin-
ki,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 for Welfare 
and Health (STAKES).

Lachman ME, Weaver SL (1998). The sense of control as a 
moderator of social class differences in health and well 
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763–773.

Lahtinen E et al. (1999). Framework for promoting mental 
health in Europe. Helsinki, National Research and Devel-
opment Centre for Welfare and Health (STAKES).

Marmot MG, Smith GD (1991). Health inequalities among 
British civil servants: the Whitehall II study. Lancet, 
337(8754):1387–1393.

McQueen DV, Puska P, eds (2003). Global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New York, Kulwar Academic/ Plenum 
Publishers.

Moor KA (1995). Eurosocial report 56: new social indicators of 
child wellbeing. Washington, DC, European Centre For 
Social Welfare Policy and Research.

Murray CJL, Lopez AD (1996).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mortality and disability from 
diseases, injury and risk factors in 1990 projected to 2020. 
Geneva, World Bank,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NPHP (2004). Healthy children – strengthening promotion 
and prevention across Australia: developing a national 
public health action plan for children 2005–2008. Consul-
tation paper. Melbourne, National Public Health Partner-
ship.

O’ Hanlon A et al. (2002). Building capacity for mental health: 
a two and half year follow-up of the Auseinet reorientation 
of services projects. Adelaide, The Australian Network for 
Promotion,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for Mental 
Health (Auseinet).

Pearlin LI et al.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4):337–356.

Pirkis J, Burgess P, Dunt D (2000).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among Australian adults. Crisis, 21(1):16–25.

Public Health Division (2002). The health of the people of 
New South Wales: report of the Chief Health Officer 
2002. Sydney, NSW Department of Health.

Rey Gex C et al. (1998). Suicide attempts among adolescents in 
Switzerland, prevalence, associated factors and comorbidity. 



164 • 정신건강증진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98:28–33.

Rijsdijk FV et al. (2001). Life events and depression in a 
community sample of siblings. Psychological Medicine, 
31:410–410.

Robins RW, Hendin HM, Trzesniewski KH (2001). Measuring 
global self-esteem: construct validation of a single-item 
measure and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151–161.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uehlman LS, Lanyon RI, Karoly P (199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health profile, part 
I: psychosocial functioning. Psychological Assessment, 
11(2):166–176.

Sarason IG, Johnson JH, Siegel JM (1978). Assessing the im-
pact of life change: development of the Life Experiences 
Survey. Journal of Clinical and Consulting Psychology, 
46:32–46.

Sarason IG, Sarason BR, Shearin EN (1986). Social support as 
an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 its stability, origins, and 
relational asp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
chology, 50:845–855.

Sarason IG et al. (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127–139.

Sarason IG et al. (1987). A brief measure of social support: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497–510.

Scheier MF, Carver CS (1992). Effects of optimism upon psy-
chological and physical well 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201–228.

Scheier MF, Carver CS, Bridges M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 mas-
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
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1063–1078.

Schnall PL, Landsbergis PA, Baker D (1994). Job strain and 
cardiovascular disease.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15:381–411.

Schwartz JE, Pieper CF, Karasek RA (1988). A procedure for 
linking psychosocial job characteristics data to health sur-
vey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8(8):904–909.

Schweitzer R et al. (1995).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urs 
among students in Australia.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9:473–479.

Seeman M (1991). Alienation and anomie. In: Robinson JP, 
Shaver PR, Wrightsman LS,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vol. 1. San Diego, CA, 
Academic Press: 291–372.

Sell L, Robson P (1998). Perceptions of college life, emotional 
well-being and patterns of drug and alcohol use among 
Oxford undergraduates. Oxford Review of Education, 
24:235–243.

Sherbourne CD, Stewart AL (1991). The MOS social support 
surve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2(6):705–714.

Siegrist J (1993). Sense of coherence and sociology of emotion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7:978–999.

STAKES and European Commission (2000). Minimum data 
set of European mental health indicators. Helsinki, Na-
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 for Welfare and 
Health (STAKES).

Stephens T, Dulberg C, Joubert N (1999). Mental health of the 
Canadian population: a comprehensive analysis. Chronic 
Diseases in Canada, 20(3):118–126.

Thacker SB, Berkelman RL (1992). History of public health 
surveillance. In: Halperin W, Baker EL, Monson RR, eds. 
Public health surveillance. New York, Van Nostrand Rein-
hold: 1–15.

UNDP (2002).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progress, 
reversals and challenges. New York, United Nations Devel-
opment Programme.

VicHealth (1999). Mental health promotion plan foundation 
document 1999-2002. Carlton South, Victoria, Victorian 
Health Promotion Foundation.

VicHealth (2003). The partnerships analysis tool. Melbourne, 
Victorian Health Promotion Foundation. Available at: 
http://www.vichealth.vic.gov.au/rhadmin/articles/files/
Partnerships.pdf. Accessed 24 August 2003.

Ware JE Jr, Sherbourne CD (1992). The MOS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SF-36) I. Conceptual framework and 
item selection. Medical Care, 30:473–483.

Wethington E, Brown G, Kessler R (1995). Interview mea-
surement of stressful life events. In: Cohen S, Kessler R, 
Underwood GL, eds. Measuring str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9–79.

WHO (2004). Promoting mental health: concepts, emerging 
evidence, practice: summary repor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QOL Group (1998).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WHOQOL): development and 
general psychometric properties. Social Science and Medi-



CHAPTER 12.  정신건강의 지표 • 165

cine, 46(12):1569–1585.

Zubrick SR et al. (2000a). Indicators of social and family func-
tioning. Canberra, AusInfo (0 642 44985 6).

Zubrick SR et al. (2000b). Mental health disorders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pe, cause and prevention.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4:570–578.



166 • 정신건강증진Chapter 13.  정신건강증진에 효과적 개입에 대한 증거1

Clemens MH Hosman, Eva Jane-Liopis

 서론

정신장애로 인한 부담에 맞서고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정신건강 개선에 

대한 신뢰할만한 이론이나 철학, 그리고 이론에 근거를 둔 실행 가능한 개입 전략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지지하는 정치적 분위기, 열심히 일하는 옹호자와 숙련된 실천가뿐 아니라, 그러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실제로 

효과적이었다는 증거도 필요하다.

지난 이십여 년 동안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장애 예방(이 분야는 서로 관련되어 있고, 중복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Hosman, 1997a, 1997b)에 관한 수많은 연구를 보면 그러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으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증진시켜왔음을 알 수 있다(예, Albee & Gullotta, 1997; Duralak, 1995; Hosman & 

Jane-Llopis, 1999; Hosman, Jane-Llopis & Saxena, in press; Mrazek & Haggerty, 1994; Price et al., 1988). 이 

장에서는 정신건강증진과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보여주는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볼 것이다.  

9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이러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 장에서 

건강증진이 효과적이었다고 제시하는 증거는 주로 준실험 연구(quasi experimental study)와 시계열(time-series)

연구법을 활용한 통제연구(controlled trials)에서 도출되었다.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 국가에서의 증거는 비용이 많이 

드는 통제연구에서가 아니라 관찰 연구와 양적 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적 

불건강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증거 기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호스만, 제인-로피스, 삭세나(Hosman, Jané-Llopis 

& Saxena)가 별도로 출간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거시적 수준에서의 개입

거시적 수준의 개입으로 영양 상태와 주거,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시키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물질 남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각각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다.

영양상태 개선

사회 경제적으로 불우한 아동, 특히 고위험군이거나 빈곤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면 

인지 발달과 교육적 성취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가장 효과적인 개입 모델은 영양 보충(예, 

보충식 제공, 성장 모니터, 영양제 제공)과 상담 및 사회심리적 돌봄(예, 다정하게 주의를 기울여 경청해 줌)을 함께 

1    13장은 호스만 등이 저술한 ‘정신장애의 예방: 증거 중심의 전략과 프로그램(oxford, University Press)’를 기반으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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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비용 효과적이다(WHO, 2002a). 예를 들어, 요오드는 정신적, 신체적 지체나 

지적 능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고 알려져 있다(WHO, 2002a). 유니세프(UNICEF)의 지원 등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전 세계 가정의 70%가 요오드가 첨가된 소금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9,100만 명의 

신생아가 요오드 결핍으로 부터 보호되고(UNICEF, 2002), 결과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로부터 

보호되었다(긍정적 결과를 가져온 영양 개입 프로그램의 다른 예는 14장에서 다룰 것이다).

주거 개선

열악한 주거는 빈곤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가능하며, 공중 보건증진과 건강에서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표적이 된다. 최근 주거개선에 따른 건강 향상 정도를 다룬 문헌을 통해 검토해 보면, 주거개선으로 스스로 

인식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보장되며 안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적 참여와 지역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Thomson, Petticrew & Morrison, 2001). 

교육에 대한 접근성 증대

낮은 교육 수준은 여러 국가, 특히 남아시아나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 국가의 주된 사회 문제이다. 여성의 

경우 문맹이나 저학력이 더 흔하게 나타난다. 교육을 덜 받으면 경제적 권리를 획득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향상시켜 교육 수준을 개선하는 데에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교육 수준이 낮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인도에서 실시된 민족지학적 연구를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헨(2002)은 인도의 히마찰 프라데쉬

(Himachal Pradesh), 라자스타(Rajasthan), 델리(Delhi)에서 수행된 프로그램을 관찰하고 주요 인물을 면담하여 

결과를 평가하였는데, 교육 기술 획득 이상의 혜택을 가져왔다. 즉 여성들을 참여시켜 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여 변화를 도모했다. 가난하지만 글을 아는 여성이나 소녀들은 교사로 일하면서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목적성을 갖게 되었다. 적극적 정신건강의 효과는 여러 경로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계산능력이 향상되어 사기를 당할 위험이 줄어들거나,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거나, 기회를 

얻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을 줄이게 되었다. 

교육에서의 성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활용한 노력이 성공적이었다는 결과도 있다(World Bank, 

2000). 예를 들어, 1982년 방글라데시의 학교 지원 평가 결과를 보면, 여아의 중등학교 입학률이 5년 동안 27%

에서 44%로 상승되어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Bellew & King, 1993). 또한 파키스탄에서는 학교로의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보조하며 프로그램을 문화에 맞게 설계하였을 때, 여아의 입학률이 가파르게 

상승되었다(World Bank, 2000). 여성의 교육이 향상되면 인지-감정 및 지적 능력,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향상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감소되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의 위험률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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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안정성의 완화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고리대금업자”에게 진 부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방글라데시 농촌 발전위원회(The 

Bangladesh Rural Advancement Committee(BRAC)) 같은 민간 기관에서는 신용공여, 양성평등, 기초보건, 영양, 

교육 및 인권을 중심으로 빈곤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빈곤한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실행된 BRAC의 빈곤 완화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보면 BRAC의 회원인 여성은 비회원에 비해 심리적 

안녕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Chowdhury & Bhuiya, 2001).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4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 개입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을 역량강화하는 과정을 개발하고 주인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역사회 개입 프로그램인 CTC(the Communities That Care)는 미국 내 여러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현재 네덜란드와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호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Developmental 

Research and Programmes, 1997; Hawkins, Catalano & Arthur, 2002; Hawkins et al., 1999). CTC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활성화하여 폭력과 공격성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수행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예, 인력동원, 미디어, 정책 변화), 학교(예, 

학교 운영 구조와 교수법의 변경), 가정(예, 양육 전략), 각 개인(예, 사회적 능력 개발 전략) 등 다양한 수준에 동시에 

개입한다. CTC에서는 지역사회가 스스로 그 지역의 위험 요인에 적합한 증거 기반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실행하도록 돕는다. CTC 전략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이루어졌다. 평가 방법은 사전-사후 검사 결과 

비교 방식으로 각 항목 당 40여개의 지역사회를 비교하였다. 평가 결과를 보면 아동의 행동 결과와 양육기술,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개선되고, 학교 문제와 무기 소지, 강도, 약물 및 폭행 사범 문제가 감소되었다(Hawkins, 

Catalano & Arthur, 2002).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성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중독성 물질 오남용 감소

과세, 입수가능성 제한, 광고금지

담배와 알코올 가격은 음주나 흡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담배 가격을 10% 인상할 때 담배 

소비량은 고소득 국가에서 5% 감소하고 중간이하의 소득 국가에서 8% 감소하였다. 음주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국가에 따라, 혹은 알코올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가격이 10% 인상되면 고소득 국가의 장기간 알코올 

소비가 7% 감소하였고 저소득 국가에서는 약 10% 감소되었다(저소득 국가의 수치는 자료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Anderson, Biglan & Holder, in press). 따라서 알코올에 부과되는 세금은 사람들의 건강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물질남용이 건강이나 정신건강의 위험 요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e.g. Anderson, 1995; 

Krug et al., 2002), 물질 남용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면 알코올성 간 질환과 교통사고 감소, 가정 폭력감소 등 음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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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고의적, 비고의적 상해 감소, 음주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법정 음주가능 연령을 높이는 법률로도 청년들의 알코올 소비와 음주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경험적 연구로 검증되었다(Grube & Nygaard in Anderson, Biglan & Holder, in press). 알코올 판매처의 숫자나 

판매시간, 일수를 제한하는 등 구입에 제한을 두는 것도 음주와 그로 인한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

1970년부터 1992년까지 22개 고소득 국가의 통계분석결과를 보면 담배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더니 담배 

소비량이 6% 감소되었다. 반면 광고 제한은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었다(Saffer & Chaloupka, 2000). 1970년부터 

1983년까지 알코올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국가와 일부 제한한 국가, 그리고 금지하지 않았던 국가의 통계 

결과를 비교해 보면, 17개 국 중 (알코올 도수가 높은) 증류주에 대한 광고만 금지한 나라의 경우, 금지하지 않은 

나라보다 알코올 소비가 16%, 자동차로 인한 사망률은 10% 감소되었다(Saffer, 1991). 맥주와 와인 광고를 금지한 

나라의 경우, 증류주 광고만을 금지한 나라보다 소비는 11%, 자동차 사망률은 23%가 더 감소되었다(Saffer, 1991).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에서도 지역에서 실시한 알코올 광고의 경우 비용과 관련된 효과는 적었지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 감소에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Saffer, 1997).

약물사용 제한에 지지적인 환경

공공장소와 직장에서 흡연을 제한하면 흡연의 보급율과 일일 평균 담배 소비량이 감소된다(Borland et al., 1990; 

Chaloupka, 1992; Chaloupka & Saffer, 1992; Wasserman et al., 1991; Yurekli & Zhang, 2000). 예를 들어, 어느 

분석 결과를 보면 직장에서의 흡연 금지로 흡연 보급율이 4~6% 감소되었고, 일일 평균 담배 소비량은 10% 

감소되었다(Farrelly, Evans & Sfekas, 1999).

임신 중 약물 사용의 감소

임신 중 음주 및 흡연과 약물 사용으로 조기분만, 저체중아 출산, 장기적인 신경 및 인지-감정적 발달 문제의 

가능성(예, 발달장애, ADHD, 품행장애, 낮은 학업 성취)과 출산 전후 사망률(Brown & Sturgeon, in press; Tuthill 

et al., 1999)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조산아와 저체중아는 부정적인 정신건강이나 정신적 장애 발생율을 

높이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Elgen, Sommerfelt & Markestad, 2002). 또한 임신 중 약물 남용도 

자녀가 사춘기와 청년기에 약물에 의존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Allen, Lewinsohn & Seeley, 

1998). 임산부에게 약물 사용을 삼가하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윈저와 동료학자들(Windsor, 1993)은 임신 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15분간 행동 개입을 실시하고 평가 한 결과 

금연률이 6% 증가하였다. 금연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출산 시 아동의 체중이 200g 더 높았다. 흡연양을 감소한 

경우에도 체중이 증가되었으나 금연한 경우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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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과 미시적 수준에서의 개입

생애 초기 단계 

생애 초기는 평생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기능 발달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 태어나서부터 

세 살 때까지의 경험은 아동기 전반과 사춘기 시절에 영향을 미친다(UNICEF, 2002). 따라서 건강하게 시작하면 

나중에 학교에서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더 넓은 사회와 소통하고 기능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인생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핵심 영역은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안녕이다.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빈곤, 

폭력, 무력 분쟁, 가족 구성원의 HIV/AIDS 감염, 신체적 질병, 병약한 체질, 부상, 학대, 방치, 태내기의 약물 노출, 

부족한 영양과 부족한 양육 등이다. 태내기와 영아기에 뇌의 감정 조절 시스템이 발달하는데, 주로 안전하고 

보호적이며 반응적인 환경에서 잘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생애초기에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거나 부모로부터 

돌봄이나 세심하고 민감한 반응을 받지 못하면 이러한 신경생물학적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인지력, 스트레스 대처 능력, 감정적 회복탄력성, 통합감 등 아동의 정신적 안녕도 이 시기에 극적으로 변화한다. 

아동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발전시켜 이를 통해 전 생애 모든 

단계에서 해석하고 의미를 찾게 된다. 아동은 이 시기에 수치심이나 분노와 같은 모든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아동은 이러한 감정을 다루는 방법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아동의 공감 

능력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도 이 시기에 형성된다(Brown & Sturgeon, in press).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이나 직장에서의 가족 친화적인 정책과 보육 서비스 등 가족의 안녕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아동이나 

미래의 성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다음은 생애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예를 살펴볼 것이다.

가정 방문 

가정에 개입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부모나 가족 구성원의 회복탄력성이나 자신감 향상을 위한 교육적 

전략을 취한다. 임신 중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면 산모와 신생아의 정신건강증진을 비롯하여 공중 보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건강과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성과가 나타났다. 그 한 가지 예는 “모성과 영아 가정방문 

프로그램(The Prenatal and Infancy Home Visiting Programme)”으로, 이는 숙련된 간호사가 처음 임신한 빈곤 

청소년의 가정을 2년 간 방문하여 교육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이다(Olds, 1997; Olds, 2002). 무작위대조군 실험 

종단 연구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과 참여하지 않았던 대조군을 비교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 

신생아의 몸무게 400g 증가, 조산 75% 감소, 응급실 방문 횟수 두 배 이상 감소, 병의 중증도 감소가 나타났다. 

또한 개입 후 4년 동안 자녀를 처벌하는 정도가 감소했으며 취업률이 82% 증가했고 두 번째 자녀 임신을 12개월 

이상 늦추었다. 통제집단에 비해 아이들의 IQ 점수는 더 높았고, 15세까지 음주나 약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56%, (범죄로 인한) 체포는 56%, 유죄판결은 81% 낮았으며, 성 파트너는 63%가 적었다. 실험대상 가족은 

재정적으로 더 좋은 상황이어서,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는 비용을 줄여 프로그램 비용이상을 상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적 증상이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효과가 더 높았다. 이러한 가정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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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욕구에 대해 수혜를 받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마다 그 지역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맞춰 약간 

변화시키기는 했지만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보였다. 최근에는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숙련된 간호사가 아닌 보조전문가가 실행한 후 비교한 결과를 보면 간호사가 방문한 경우의 효과가 

더 놓았다. 보조전문가가 방문한 경우는 통제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의 변화가 조금 나타났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비용 부담을 낮추고 효과성은 최대화 할 수 있는 보조전문가의 방문 모델이 완전히 성립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보조전문가가 투입되면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시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더 넓은 범위의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비용 

효과와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정방문 개입을 보급하고 도입할 때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였지만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Villar et al., 1992). 이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에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새로운 지역사회의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지침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부모 양육 개입 

문제행동이 시작되는 아동에게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이 있다(Schinke, Brounstein & Gardner, 

2002; Barlow & Stewart-Brown, 2000). 예를 들어, 부모관리훈련(parent management training)은 아동과 부모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높이고 강압적인 상호작용은 낮추기 위한 행동 기반의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심각한 문제행동은 감소되고 사회적 기능은 증진된다. 이 프로그램 중 상당수는 클리닉에서 이루어지지만, 

비디오테입을 활용한 교육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체벌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Webster-

Stratton, 1990).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이혼한 어머니가 활용할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포가치와 드가모

(Forgatch & DeGarmo, 1999)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성취와 행동상의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발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노르웨이 전역에서 실행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프로그램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낮은 

접근성, 비용, 대중의 태도나 낙인)를 해결하면 부모가 양육 훈련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

학령 전기 교육적 개입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가족 독서 프로그램, 건강검진, 여가활동, 초등학교 수준의 독서능력이나 사회 경제적 

가치를 가르치는 TV 프로그램 등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 

중 대부분은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경제적 자원이 적은 가정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거나 활용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페리학령전프로젝트(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Project)는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2년간 일주일에 반나절 

가정에 방문하여 개입하는 프로그램인데 매우 장기간 효과를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빈곤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대조군실험연구를 실시한 결과 비교집단 아동은 통제집단 아동에 비해 인지 

발달, 학업 성취, 졸업율이 높고, 품행 문제를 일으키거나 체포되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세에서 27세에 

진행된 연구도 체포 경험(40% 감소)이나 반복적으로 체포되는(7배 감소: Schweinhart, 1997; Schweinh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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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kart, 1997) 횟수가 낮아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가정이나 소수민족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은 다른 아동에 비해 말하기와 언어적 능력이 더디게 발달 될 수 

있다. 2세 이전의 아동과 부모가 함께 그림책을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대화하고 학습하는 기본적 독서능력을 

향상시키는 개입을 하면, 독서기술이 향상되고 학교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Valdez-Menchaca 

& Whitehurst-Grover, 1992).

빈곤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이나 저체중 출산아를 대상으로 예방적 개입을 실시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있다. 

캐롤라이나의 Abecedarian Project(Ramey & Campbell, 1984; Ramey, Campbell & Blair, 1998)에서는 영아부터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고 수입이 적은 경우, 

가벼운 지적장애나 학교생활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경우, 혹은 정신질환이나 사회적 부적응의 문제가 있는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간보호프로그램에서는 언어, 인지, 지각-운동, 사회적 발달과 함께 영양도 고려하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18개월부터 54개월에 이르기까지 IQ 점수가 상당히 향상되는 결과가 

있었다. 이 기간 동안 통제 집단에 속한 아동들의 IQ 점수는 낮아진 반면, 실험집단에 속한 아동의 IQ는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Ramey, Dorval & Baker, 1983). 초등학생에게도 지속적으로 개입하면 낙제할 가능성이 50%에서 16%

로 낮아졌다. 학업에서의 성취는 12세가 될 때까지 이어졌다. 이 연구는 생애 초기부터 이후의 개입까지를 추적 

조사한, 많지 않은 연구 중 하나이다. 연구결과, 초기에 개입할수록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건강발달프로그램(The Infant Health and Development Programme)은 2.5kg 미만의 저체중아와 조산아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기가 퇴원하는 시점부터 3세까지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12개월에서 3세 

까지 일주일에 5일 동안 유치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집중적으로 개입한다. 프로그램의 총 비용은 아동 한 명당 연간 

약 15,000달러로 추산된다. 개입한지 36개월 만에 아이들의 IQ점수가 높아지고 몸무게는 출생 시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하였다. 어머니가 문제행동이라고 보고하는 행동도 감소되었다. 그러나 성장장애는 출생 시의 체중과 관계가 

없었다. 개입한 아동중 성장장애가 있는 경우는 프로그램 참여도가 낮은 경우였다. 실험집단에 속한 어머니들은 

취업하거나 직장에 복귀하는 경향이 높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5세와 8세 때에는 이전 IQ

점수나 어휘력과 관련된 효과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몸무게가 더 나가는 아이는 그나마 IQ나 어휘력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가정을 중심으로 개입하는 것과 양육을 지원하는 방법이 과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수행된 비용 효과성 평가를 보면 활용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예: Olds, 

1997). 또한 생애 초기에 변화를 가져오고 부모와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개입을 

통해, 아동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교 환경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과 건강증진 개입을 실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환경이다. 아동과 

청소년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는 학업적 발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사회정서적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Elias et 

al., 1997; Wear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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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에서 초등교육을 보편화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비록 모든 개발도상국이 초등교육을 보편화하는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도 국가마다 다르지만, 

많은 국가에서 초등교육 기관이 사회화를 담당하고 있다. 

아동은 균형 잡힌 시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사회적, 정서적 유능감을 개발하여야 한다(Domitrovich 

et al., in press). 또한 정체성 발달을 위한 기회가 필요하고 건설적으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자신감이 필요하다. 

아동들은 “사회적, 정서적 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의 과정을 통해 생애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기인생의 사회적, 정서적 측면을 이해하고 관리하며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Elias et 

al., 1997). The CASEL 웹사이트(www.casel.org)에서는 사회-정서적 학습을 증진시키는 증거 기반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각 지역사회나 국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적극적 정신건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험적 

증거는 많다. 학교에서 실행하는 여러 유형의 개입은 자신감과 자부심을 높일 뿐 아니라 정서적, 행동적 문제도 

감소시킨다. 학교에서의 개입 중 일부는 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학교 시스템의 한 부분만을 표적으로 

삼는 개입(예, 특정 학년)이나, 잠재적으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개입(예, 표적 대상 개입)도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개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예정이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수행되는 정신건강증진과 예방에 대해 보다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Domitrovich et al., in press; 

Greenberg et al., 2001) 

사회적, 정서적 인지기술형성 프로그램 

슈어와 스피백(Shure & Spivack, 1982)은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I Can Problem 

Solve)”라는 보편적인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이 프로그램은 인지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충동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후 추적 연구에서도 이 효과가 지속되었다(Shure, 1997).

이와 유사하게 중학생에게 문제 해결 및 사회기술을 가르쳐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사회적 인식개선-

사회적 문제 해결(The Improving Social Awareness-Social Problem Solving, ISA-SPS) 프로그램도 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 중학생이 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청소년 자신의 평가나 그들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평가 모두 개선되었으며, 6년간에 걸친 추적 연구 결과 정신병리 정도가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이 

되는 남자 청소년들은 음주 문제나 타인을 향한 폭력적 행동,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나 정체성 문제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비교 대상이 되는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도 흡연, 씹는담배 이용률, 폭력적인 행동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Bruene-Butler et al., 1997; Elias et al., 1991).

효과적인 개입의 결과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학생들에게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기술을 가르치는 대안적 

사고증진 전략(The 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 PATHS)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Greenberg & 

Kusche, 1994). 이 프로그램에는 교사, 부모 등 학교 전체를 포함한다. PATHS 프로그램에 대해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감성적 지식이나 문제 해결기술이 확장되고, 내적인 문제(예, 우울증, 불안, 섭식 

장애)와 외적인 문제(예, 품행 장애, 폭력, 약물 남용, 파괴적 행동)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1999; Greenberg & Kusche, 1998; Greenberg et al., 1995).

학생들이 고학년이 되고, 또래 집단으로 부터 비행 행동이나 약물 사용에 대한 압력을 받는 새로운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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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하면서, 이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긍정적으로 발달하기 위해 사회-정서적 기술 습득이 특히 중요하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기반의 기술 습득 프로그램인 정신건강증진과 약물 남용 예방 프로그램은, 특히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의 효과가 크다. 적극적 청소년 발달(the Positive Youth Development, 

PYD)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사회적 역량, 음주나 약물 사용을 거절하는 기술, 스트레스 관리, 문제-해결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이스베르크, 바튼, 슈라이버(Weissberg, Barton & Shriver, 1997)의 연구결과를 

보면, 학교를 기반으로 한 20회기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문제 해결력과 스트레스 관리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고, 교사들도 학생의 사회적 적응력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학교 생태 환경의 변화 

생태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예방적 개입에서는 아동의 가정이나 학교 등 다양한 배경을 고려한다. 학교 환경 

변화 프로젝트(STEP, the School Transitional Environment Project)는 학교의 지지적인 환경을 마련하려는 목적의 

프로그램이다(Felner & Adan, 1988; Felner, Ginter & Primavera, 1982; Felner et al., 1993). 이 프로그램은 학교 

환경을 재구성하여 스트레스, 불안, 우울, 비행 행동 등을 감소시키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Good Behavior Game(Barrish, Saunders & Wolf, 1969)은 학교를 강화하여 교실에서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교사평가와 동료평가 모두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폭력 정도가 낮아졌으며, 교사 평가에서는 소극적 행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Dolan et al., 1993). 특히 기초선 평가에서 중간이나 높은 공격성을 보인 남아의 경우,  

5년 후 교사가 평가한 결과를 보면 공격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보고되는 효과가 있었다(Kellam et al., 1994). 

 이 프로그램은 네덜란드에도 적용되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실시한 무작위 실험 평가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Van Lier 2002; Van Lier et al., submitted).

또 다른 예로는 아동 발달 프로그램(the Child Development Programme, CDP)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절제력을 높이고 적극적 교육 환경을 만드는 목적으로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평가한 결과 비행 

행동이 감소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Battistich et al., 1996). 그리고 노르웨이의 학교 폭력 방지 프로그램(the 

Norwegian Bullying Prevention Programme)은 개인과 학교, 지역사회에 개입하여 학교 폭력 문제를 줄이고 나아가 

반사회적인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의 프로그램이다(Olweus, 1997, 1992). 

다중적 요소로 구성된 프로그램 

학교환경을 변화시키고 학생 개인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살아가는 넓은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 측면에만 개입하는 프로그램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처럼 

다중적인 요소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는 가족과 교사의 관심 잇기 프로그램(LIFT, the Linking the Interests of 

Families and Teachers)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공격성, 특히 고위험군 아동의 공격성이 감소되었다

(Reid et al., 1999). 또 다른 프로그램은 시애틀 사회적 발달 프로젝트(Seattle Social Development Project)로 이 

프로그램은 6년 동안 발달 단계에 따라 개인, 학교, 가정의 여러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다루는 개입을 실시하였다

(Hawkins et al., 1992),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조집단의 학생들보다 학교에 애착이 강해졌고 성취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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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졌으며 학교에서의 비행 행동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Hawkins, Von Cleve & Catalano, 1991; Hawkins et 

al., 1999).

표적집단 대상 프로그램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거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서적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개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사 훈련, 학부모 참여, 아동의 

인지 및 기술 훈련으로 구성되어, 이를 통해 보편적인 내용(예, 문제 해결 기술, 자아효능감)과 특별한 문제(예, 안전 

행동, 위협이나 두려움에 대한 대처)를 다룬다. 스트레스가 많아 힘들어하는 학생(Hains, 1992, Hains & 

Szyjakowski, 1990; Kiselica et al., 1994), 이민 가정의 아동이나 청소년(Barrett, Sonderegger & Sonderegger, 

2001), 난민 아동(Barrett, Moore & Sonderegger, 2000), 부모의 이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아동(Alpert-Gilis, 

Pedro-Carroll & Cowen, 1989; Wolchik et al., 1993), 부모의 죽음으로 고통을 받는 아동(Sandler et al., 1992)

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기반의 프로그램에서는 정서적, 행동적 기능이 향상되고 우울과 불안 증상이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다. 

최근 호주의 연구자들은 불안장애에 효과를 보인 CBT프로그램을 예방적인 형태로 변화시켜, 아동의 불안장애를 

예방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Lowry-Webster, Barrett & Dadds, 2001; Dadds et al., 1999; Dadds et al., 

1997). The Coping Koala 프로그램(Barrett, Dadds & Rapee, 1996)에 기반 한 ‘FRIENDS’ 프로그램은 the Coping 

Cat anxiety 프로그램을 아동 대상으로 변형한 프로그램이다(Kendall, 1990). 이 프로그램은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나 표적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 모두 효과적이었다. 예를 들어, 5학년에서 7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실험한 시범프로그램 연구 결과를 보면 아이들의 초기 위험 수준에 상관없이 불안 증세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Lowry-Webster, Barrett & Dadds, 2001). 또한 사전조사에서 고위험군에 속해 개입 대상이었던 

학생의 75%는 사후 조사결과 더 이상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전조사에서 위험군에 

속했지만 개입하지 않았던 비교 집단에 속한 아동의 55%는 사후 조사에서도 여전히 위험군에 속해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불안도는 높으나 장애 판정을 받지는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개입도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을 6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면 16%의 아동이 이후 장애로 진단되었으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은 54%가 장애로 진단되었다. FRIENDS 프로그램은 호주 전역의 공립, 사립학교, 지역사회 보건센터와 

병원에서 실행되고 있고, 스웨덴, 미국, 네덜란드 등의 다른 나라에도 도입되어 실행 중이다. 

호주에서 학교를 기반으로 개입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과 부모 모두에게 개입하는 RAP(the 

Resourceful Adolescent Program) 프로그램이 있다. 준실험설계를 통해 통제집단과 비교한 결과를 보면 2/3의 우울 

증상이 감소되었다(Shochet et al., 2001). FRIENDS 프로그램과 RAP 프로그램의 결과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위험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기반의 또 다른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펜실베니아대학 회복탄력성 

프로그램(the Penn Resiliency Programme(PRP))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우울 증상을 보이는 학생의 인지적 

변화와 대처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Gillham et al., 1995). 반복적으로 평가한 결과에서도 여전히 효과적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증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그 효과가 2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고위험군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 증상을 예방하고 우울을 감소시켜 이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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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Yu & Seligman, 2002).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다른 문화권에서도 적용 

가능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

실업으로 인한 긴장 완화 

해고나 실직으로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미국에서 빈곤층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 

상태에 대해 표본 조사한 결과, 일하지 않고 복지에 의존하는 경우 자녀가 부정적인 인지 및 행동을 보이거나 

어머니의 정신건강이 낮거나 사회적 지지가 낮으며, 회피하는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ooks-Gunn et al., 2001). 빈곤한 여성이 저임금 노동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생활임금 보장, 고등교육, 직업교육 등이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된다(O’Campo & Rojas-Smith, 1998).

JOBS 프로그램에서 증명되었듯이,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상담이나 일자리 검색 훈련은 실업에 대처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정신건강의 부정적인 결과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Price, Van Ryn & Vinokur, 1992). 

이 프로그램은 5일간 4시간씩 진행되는 집중적인 워크샵으로, 그 내용은 효과적인 구직 전략 수립, 구직 기술의 

향상, 구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감과 동기 부여를 중점으로 한다. 두 명의 강사가 12~20명의 구직자를 

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Caplan et al., 1989; Van Ryn & Vinokur, 1992; Vinokur et al., 1995; Vinokur et 

al., 2000)과 핀란드(Vuori et al., 2002)에서 실시한 무작위 실험 연구로 검증되었다. 재취업율, 새로 얻은 직업의 

질과 보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구직활동에 대한 효능감과 통제력이 증가되고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JOBS 프로그램은 중국과 아일랜드에서도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직장 내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직장의 특성이 정신건강 문제(소진, 불안 장애, 우울증, 불면증), 소화기 장애, 순환기 질환, 근골격 장애를 

일으키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건강과 인적서비스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Price & Kompier, in press). 직장 내 스트레스를 줄이는 프로그램으로 직원의 대처 능력이나 근무 환경에 개입할 

수 있다. 스트레스 관리 훈련, 스트레스 면역 훈련, 이완 훈련, 사회적 기술과 운동 훈련으로 대처 능력이 

향상되었다. 메타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방법이 직장 환경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Murphy, 1996; Van der Klink et al., 2001).

서머(Semmer, 2003)는 최근 직장 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의 결과를 연구하였다. 그는 과업과 

기술적 개입(예, 직무충실화, 인체공학적 개선, 소음감소)을 구분하였다. 개입의 목표는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갈등을 

관리하며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사람 위주의 개입과 직장 위주의 개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개입은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내지만 이를 보증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히니, 프라이스, 래퍼티(Heaney, 

Price & Rafferty 1995)는 돌봄제공자지지프로그램(the Caregiver Support Programm)에 대해 대규모의 무작위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시설과 정신건강시설에서 일하는 돌봄 제공자들의 역량향상을 

목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팀을 만들고 문제 해결 기술을 향상시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려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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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약 10명의 가정방문 담당자와 10여 명의 직접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6회기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업무에 대한 지지적인 피드백이 증가되었으며, 불일치되는 의견과 과한 업무를 다루는 능력이 

발전되었고, 전반적으로 팀 분위기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6회기 중 5회 이상 참여한 경우 정신건강이 좋아지고 

업무 만족감이 높아졌다. 또한 이직 의사가 높았던 직원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

2000년에는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6억 명이 넘는다. 이 수치는 향후 20년 동안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고령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가 증가될 것이다(Levkoff, MacArthur & Bucknall, 1995).

노인의 우울증에 대한 대중의 인식,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의 임파워먼트 개입, 건강한 생활 습관을 촉진하는 

개입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개입이 정신건강증진에 성공적이었다(Jane-Llopis et al., in press).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도 우울증이나 자살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노인에게 효과적이었다. 

만성질환에 대한 환자교육과 사회적 강화 등도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였다. 그러한 프로그램의 예로 운동, 친구맺기 

프로그램과 보청기 보급에 대한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운동

노화에 따른 신체적 질병을 다루기 위해 흔히 운동을 권한다. 운동이 기억 등 인지 기능의 증진에 영향을 준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Fletcher & Breeze and Walters, 1999), 최근 몇 편의 통제 연구결과를 보면 

에어로빅이나 태극권,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운동으로 기억력이 향상되고 우울증 증상이 감소되고 노인의 정신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등 심리적 측면에서 유익했다(Deuster, 1996; Fletcher, Breeze & Walters, 1999; Mather et al., 

2002; Singh, Clements & Fiatarone-Singh, 2001).

대만에서는 노인들이 태극권과 같은 신체 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문화가 있다. 첸, 스나이더, 크리흐바움

(Chen, Snyder & Krichbaum2001)은 일 년 이상 태극권을 지속한 노인과 운동을 하지 않은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횡단적으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태극권을 한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했는데, 혈압도 낮고 1년간 낙상 경험이 적으며 기분장애도 덜 경험하여 보다 긍정적인 감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카오에서 수행한 비교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Ning et al., 2001). 노인의 

신체운동은 중국에서 CES-D로 측정한 우울증 증상을 예측하는 독립변수이기도 했다. 6개월 동안 진행된 태극권 

운동 프로그램의 영향을 무작위 대조군 연구 설계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이 점이 더 분명하다.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은 통제 집단에 비해 건강인식 수준과 삶의 만족도가 높고 적극적 감정 및 안녕감을 

보였으며, 우울감 수준이 낮고 부정적인 감정 및 정신적 고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Li et al., 2001). 이 연구가 

인과관계를 부분적으로만 보여주고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노인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간에 관계가 있고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통합하는 정신건강증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준다 

(11장에서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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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맺기

지난 20여 년 동안 노인, 특히 여성노인의 안녕에 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예, 

Armstrong & Goldsteen, 1990). 우정을 통해 동료 의식이나 기쁨을 얻고, 문제가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지지받으며, 정체성이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친구맺기는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를 높이고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전략이지만, 이는 단지 통제집단과 비교한 평가 결과라는 한계가 있다. 친구맺기 

프로그램은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 우정과 자조에 대한 이론을 기반으로 12회기 동안 진행되었고 

외로움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Stevens & Van Tilburg, 2000). 프로그램 참여한 여성노인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외로움이 현저히 줄었다(47% vs 25%) 또한 참여자의 2/3인 67%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공동주거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친구맺기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된 연구는 시행되지 않았다.

보청기 보급

병원에서 청력을 잃은 노인에게 보청기를 보급하는 것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를 조사한 연구에서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관련된 예를 찾아볼 수 있다(Mulrow et al., 1990). 우선 검사를 통해 청력이 낮은 194명의 

퇴역 군인들을 선발하였다. 임의로 95명에게 보청기를 지급하고, 99명은 대기 목록에 올려 통제 집단으로 나누었다. 

사전 검사결과, 82%의 참여자들이 청각 손상으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고, 24%는 우울증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사후 조사결과에서는 보청기를 지급받은 사람들의 사회적 및 정서적 기능, 의사소통 기능, 인지 기능이 

향상 정도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우울증은 감소하였는데, 효과의 크기가 0.80로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론

지난 20여 년 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 책에서 설명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신건강증진은 공중 보건에서 생애주기 개입을 할 때 현실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서, 출산 전후 보육,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의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개입을 계획적으로 수행하면 사람들의 정신건강과 안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정책 입안자,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지역사회 실천가들은 지역과 국가의 정신건강 욕구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모색할 때 반드시 다른 지역에서 개발되고 실행되고 평가된 개입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증거 기반 개입과 관련된 출판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관련된 과학 지식을 검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지식을 찾지 않기도 한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과학 저널과 서적을 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장벽과 비용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 자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해결 될 것이다. 또한 등록 서비스로 

인터넷을 통해 출판물을 볼 수 있고 정기적으로 최근에 진행된 연구에 대한 요약본을 제공받고,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지표를 제공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몇 군데의 기관에서는 이미 건강증진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증거 

기반의 예방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국약물남용 

및 정신건강관리국(SAMHSA), 유럽과 WHO의 네이메헌연구소(the Nijmegen Prevention Research Cente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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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목록은 표 13.1에 제시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효과적인 개입의 사례를 설명하였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하지 않았고 증거도 다소 제한적이다. 

위에서 논의한 여러 프로그램과 전략의 증거는 잘 설계된 하나나 두 개 정도의 연구 결과이며, 주로 선진국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이다. 최근에는 국가나 문화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결과를 비교하는 새로운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연구 결과의 지속성, 문화나 경제적 환경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된 지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우수 

사례를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보급하려는 노력을 고려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정 환경에서 성공적이었던 

프로그램을 다른 환경의 지역사회에 적용해도 성공할 것이라고 전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성공 사례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결과는 다양하고 실제로 많은 경우 

결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결국 효과적이고 가능성 있는 실행방법을 보급하거나 이를 도입하여 실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증거 기반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점점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국가적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지역이나 국가에서 모든 개입의 결과에 대해 통제된 연구를 수행할 정치적 의지와 방법이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자원이 부족하여 정부 당국이나 실천가들이 과학적인 증거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지금까지의 실행경험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는 프로그램의 결과뿐 

아니라 그 프로그램의 매커니즘과 원리, 그리고 효과를 가져 온 중재요인까지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정책 

입안자와 프로그램 기획자, 실천가들은 이에 대한 지식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 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 문화에 

맞게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도입하여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제가 

제기되는 지역과 국가에서도 타당성을 확보하는 증거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질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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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증거 기반 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전자 데이터베이스의 예

명칭 기관 건강 토픽 웹사이트

Guide to Community 

Preventive Services

US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음주, 정신건강, 약물중독, 

영양, 임신, 폭력, 

성적 행동 외 기타

www.thecommunityguide.org 

Cochrane Library Cochrane Foundation 다양한 건강 관련 주제 www.cochrane.org 

National Registry of 

Effective Prevention 

Programmes(NREPP) 

USA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SAMHSA) 

약물중독과 정신건강 www.samhsa.or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Library 

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CASEL) 

사회-정서 학습과 

학교 기반 프로그램
www.casel.org/home/index.ph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Promotion Action 

Database(IMHPA) 

Nijmegen Prevention 

Research Centre, in 

collaboration with EU and 

WHO 

정신건강과 약물 중독 www.preventioncenter.net 

출처: Hosman, Jane-Llopis & Saxena, i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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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사회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인적·물적 자원이 희소하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신건강 

실천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것보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회 변화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문제가 있다. 

정신건강이 향상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의 영향은 측정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변화가 단기간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개발도상국은 자원이나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선진국에 비해 연구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다(Patel & Sumathipala, 2001).

그러다보니 사회적·경제적 개발 정책과 프로그램이 정신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주는 구체적인 증거, 특히 

무작위대조군 통제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증거는 적을 수밖에 없다(9장 참고). 최근까지의 증거는 특정 프로그램의 

내러티브 연구와 사례연구 정도이며,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신체 건강증진 영역의 연구결과를 통해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균등한 경제 개발, 소액대출, 문맹율 감소, 양성평등 증진, 폭력·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옹호, 역량강화, 사회적 지지라는 3가지 주요 영역에 중점을 둔다. 이번 장에서는 

첫째, 정신건강의 사회적·경제적 결정요인을 다루는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고, 둘째, 향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정책의 영향력을 연구할 때 나타나는 증거의 유형을 알아보며, 셋째, 개발도상국에서 정신건강증진이라고 

합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증진 담당자와 다른 분야에서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들 간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과 그 특성을 알아본다.

 인간발달과 정신건강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10장 참고). 

사회적·경제적 요인에는 교육 부족, 고용기회의 부족, 금전적 어려움, 폭력, 갈등, 사회적 배제 현상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위험요인은 인간개발을 측정할 때 활용하는 지표와 유사하다. 1990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최초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국가의 진정한 부는 곧 국민이다. 인간개발의 목적은 국민들이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진실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하지만 물질적·금전적 부를 쫓는 과정에서 

자주 잊혀진다(UNDP, 1990, p. 1).

정신건강이 나쁘면 평균수명, 전반적인 건강, 창의력이 낮아진다는 유의미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건강이 인간개발에 필요한 간접적인 구성요소라고 본다. 이처럼 인간개발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인간개발과 정신건강 모두 범위가 넓어서 인과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일방적이지도 

않다. 인간개발과 정신건강은 역동적인 관계여서, 예컨대 인간개발의 요소 중 빈곤은 정신건강의 자아존중감과 

상호 역동적인 관계를 보인다(Patel, 20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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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개발을 측정하는 지표는 다양해서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12장에서 살펴본 대로 UN의 인간개발 

보고서에는 전반적인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 따라 국가의 순위를 매기는데, HDI는 

기대수명(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보여주는 지표), 성인 문맹율과 학교 진학률(지식 지표), 1인당 소득(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등 수많은 변수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2002년에 발간된 보고서를 보면, 173개 국가 중 53개국은 

상위에 속했고, 84개국은 중간에, 36개국은 하위에 속했다. 모든 국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위에 속하는 국가 

중 2/3가 유럽, 북아메리카, 호주, 뉴질랜드에 위치해 있었다. 즉,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모든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가 상위 국가였다. 그 외에도 아시아(일본, 한국 등), 카리브 해 부근(바하마, 트리니다드토바고), 라틴 

아메리카(우르과이, 아르헨티나), 심지어 아프리카의 1개 국가(세이셸)도 상위에 해당됐는데, 이들 국가 대부분은 

소득 지표상 '개발도상국'이다. 경제적 번영과 인간개발 간의 연결고리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간의 소득수준이 유사하더라도 HDI 수치는 상당히 차이 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이 차이가 나더라도 HDI 수치가 

유사할 수도 있다. 하위에 속한 국가를 살펴보면, 6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위치했으며, 그나마 6개국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 있었다. 

HDI를 보면, 전통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온 국가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드러난다. 이러한 차이는 

범죄율, 신체 건강지표, 공중 보건을 위한 정치적 노력, 사회복지, 갈등과 재해 등으로 인한 심각한 소요 현상처럼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사회적·경제적 요인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난다. 수명은 전반적인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러한 차이를 잘 보여준다. 예컨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라카 지역(평균기대수명 48.7세)

과 라틴아메리카 지역(평균기대수명 70세)의 기대 수명은 20년 이상 차이가 나서,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여실히 

드러내 보인다. 이는 HDI가 낮은 국가와 높은 국가 간의 수명 차이(24년)와도 거의 비슷하다. 진학율, 교육적 성취, 

깨끗한 식수에의 접근성과 위생, 영양에 관련된 질병과 전염병(HIV, AIDS 포함)의 부담, 신생아 사망률 등의 

지표에서도 이러한 격차가 발견된다. 이러한 차이는 대륙 간에도, 국가 간에도, 심지어 한 국가 내에서도 나타난다. 

국가 간에 공중 보건과 사회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에도 차이가 있다. 안타깝게도 일부 최빈국은 

교육이나 건강보다는 국방비에 더 많이 투자한다.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사람과 난민은 놀랄 만큼 많다. 이 

수치는 HDI가 낮은 국가에서 더 높게 나타나 빈곤국이 전쟁과 추방으로 인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HDI의 격차가 크고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큰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난 20년간 

하위 범주에 속한 국가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차이가 조금씩 줄어 들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증거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HDI가 낮거나 중간인 국가에서는 무작위대조군 통제연구 등의 실험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렇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개입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실험연구가 없는 셈이다. 어쨌든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그러한 방법론은 거시적 수준의 

정책변화가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개입의 효과성을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서는 거시적 정책이 

정신건강 향상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생태학적인 지표인 정신질환율, 자살 같은 지표를 활용하고 싶어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해석할 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정신건강증진은  

다른 저자들이 이 책에서 밝힌 것처럼 정신질환의 유무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생태학적 분석은 인과에 



CHAPTER 14.  개발도상국에서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증거 • 189

영향을 미치나 알려지지 않은 혼재변수를 밝히지 못하며, 더군다나 개입도 대개 일시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인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가 어렵다(정신건강 지표로서 자살율의 유용성은 12장에서 충분히 

논의했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정신질환의 유무를 정신건강증진의 지표로 본다면, 이후 제시하는 것처럼 

개발도상국에도 양적인 증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내러티브 연구나 사례연구와 같은 다른 증거도 

활용한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개입이 사람들의 안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정신건강과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증거가 아니더라도,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입하는 사례도 제시할 것이다. 사실 정신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결과를 조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측정된 증거가 없지만, 측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HDI가 높은 국가에서 개입했던 결과를 근거로, HDI가 낮은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개입을 

실시했을 때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옹호, 역량강화, 사회적 지지라는 3가지 큰 범주에서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Dhillon & Philip, 1994). 

물론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개입 프로그램이 이 중 한 범주에만 속한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말이다.

옹호 

옹호의 목표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공공 수요를 만들고, 정치적 의제나 지역사회 의제에 정신건강관련 이슈를 

상정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신건강을 지원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옹호는 정치인, 종교 지도자, 전문가, 

지역사회 지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약물남용 줄이기 

세계질병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를 보면,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장애가 개발도상국 남성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높이는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전 세계 각 지역, 특히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남아시아에서 

알코올 남용 장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Patel, 1998; Pyne, Claeson & Correia, 2000). 인도에서는 

알코올 남용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최근 몇 년간, 

선거 진영 전체에서 알코올 문제를 이슈로 놓고 싸웠으며 승리한 진영도 있었다(Patel, 1998).

인도 어느 시골지역의 사례를 토대로 알코올 중독을 근절하고 가정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접근법을 살펴보려 한다(Bang & Bang, 1991).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구를 통해 알코올남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담과 영향을 측정했다. 이 연구로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막대한 부담을 입증하고 예방과 증진을 위한 핵심 전략을 

밝혀냈다. 그 전략에는 교육 및 경각심 고취, 음주인에 대한 조치, 술집과 가게 내 알코올 판매 및 유통을 

제한하겠다는 정치인에 대한 옹호, 절주하겠다는 대중의 서약 등이 포함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와 여성들의 

주도로 ‘알코올로부터의 해방’이라 슬로건을 내건 지역사회 운동으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와 술 소비량의 60%를 줄였다. 결과적으로 식품과 의류, 복지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정 폭력도 줄어들었다(Bang & Bang, 1995)

또 다른 예는 중국 윈난 지역에서 청년층의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지도자들이 개입한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이 프로그램은 앞서 인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지도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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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분야에서 참여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참여와 행동, 공교육, 문맹률 개선, 고용기회를 강조했다. 그 결과 

약물남용율이 상당히 낮아졌고 HIV/AIDS와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다(Wu et al., 2002).

영성 강화 

명상과 영성은 문화마다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명상은 정신적 훈련으로 인지력 향상을 위해서 주의력을 단련하는 

수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명상의 최종 목표는 통찰력을 개발하여 정신과정, 의식, 정체성, 현실, 영혼의 본질적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Bhaskaran, 1991). 명상은 주로 선진국에서 대중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그 뿌리는 

개발도상국에서 개인의 성장을 위해 활용했던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러 연구를 보면, 요가, 태극권을 

수행하는 것이 정신뿐 아니라 신체적 안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Brown at al., 1995; La Forge, 1997; Li, Hong 

& Chan, 2001). 이러한 수행이 신체와 정신 모두에 집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는 신체적·감정적·정신적 세계를 따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공 등 명상을 활용하는 다른 

수행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논의되어 왔다(Mason & Hargreaves, 2001). 다시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수행은 

정신적 방법과 신체적 방법을 결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명상기법은 한 개인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나 이 기법은 인지과정을 강화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대개 강력한 소속감, 집단 정체성, 다른 구성원과의 사회적인 지지도 포함한다. 현재는 변형된 

기법이 많고 명상을 가르치는 학교도 수없이 많은데, 연구결과를 통해 상당수가 심리적·행동적 변화에서 그 

효과가 드러나기도 했다(Bhaskaran, 1991; West, 1979). 효과적이라고 밝혀진 증거가 적기는 하지만 명상 중 

일부는 정신장애 치료법으로도 평가받고 있다(Grover at al., 1996; Shapiro, 1982). 개발도상국에서는 명상뿐 

아니라 종교가 혼합된 신념체계도 발달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대처능력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ourguigon, 1976).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고양 

개발도상국의 지역사회는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 

정신건강의 위험요소와 대처방법을 보다 잘 이해하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이 증진될 것이다. 파키스탄의 

라왈핀디에서는 이러한 인식고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중등학교 두 곳에서 

실시되었고, 다양한 측면에서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해 묻는 자가보고형 질문을 통해 결과를 측정했다.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점수가 월등히 높아졌다(Rahman et al., 1998). 더 놀라운 사실은 실험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부모, 친구, 심지어 이웃들의 인식도 통제집단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다. 이는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고, 따라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식을 발전시켜 정신건강을 전체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NGO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고자 지역사회의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17개의 

프로그램을 기록한 연구서도 발간되었다(Patel & Thar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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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역량강화는 과거부터 지역사회에서 소외당하면서 건강이 손상됐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여 막혔던 장벽을 뛰어넘어 최상의 건강과 평등하고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경제적 역량강화 

개발도상국의 농민들은 정신장애와 자살에 특히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쉽게 자살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Malmberg, Simkin & Hawton, 1999).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출금과 지속적인 경제적 불확실성이 스트레스와 걱정의 

원인이 된다. 특히 농민들은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 은행 대출에 필요한 '신용'이 낮거나 지역사회의 빈곤층에게는 

단기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 진다. 영세한 농민들은 우기에만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고, 농업 분야의 다국적 기업에 맞서 경쟁하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결국 인도 

농민들이 부채를 지고 있는 주요 원인은 우기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경쟁에 패해서였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최근 몇 년간 수백 명이 자살했음이 밝혀졌다(Sundar, 1999).

개발도상국의 농민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취약성을 살펴보면 지역은행이 사회빈곤층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여지가 있다. 인도의 자영업여성연합(SEWA)이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나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처럼 급진적인 지역 은행과 대출 기관에서는, 예전에 지점을 개설하지 않았던 지역에 

대출 지점을 열어 대출받을 수 없었던 빈곤층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빈곤한 영세 농민에게 대출을 제공할 경우, 

스트레스의 핵심 원인이 되는 금전적 몰락에 대한 위협이 사라져서 정신질환과 자살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은행이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 방글라데시 농촌발전위원회(BRAC, Bangladesh Rural 

Advancement Committee)는 개입의 규모와 다양성 측면에서 세대 최대의 NGO이다(Chowdhury & Bhuiya, 

2001). BRAC는 보건, 교육, 농촌 개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그중 농촌 개발 프로그램은 각 

지역사회의 최빈곤층으로 구성된 마을조직(VO, Village Organizatio)을 통해 마을별로 시행되었으며, 주요 활동은 

의식 고양과 강제저축이었다. 이러한 활동을 함으로써 VO의 구성원들은 수입 창출에 필요한 신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BRAC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자료뿐 아니라, 계절별, 민족지학적 조사와 같은 기본 자료를 참고하여 여러 

측면에서 구성원에 대해 평가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BRAC의 구성원은 영양 상태가 더 좋으며, 

아동생존율과 교육적 성취도가 더 높고, 안녕 및 심리적 건강 상태가 개선된 반면, 가정폭력율은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Chowdhury & Bhuiya, 2001). 

균등한 경제 개발 

이 책에서 여러 번 설명한 대로 역학적 증거를 보면, 사회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정신장애 위험요소가 일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약성이 나타나는 매커니즘은 불분명하지만, 

일반건강 분야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지역에서 전반적 건강이 더 취약하다는 유사한 연구결과(Kawachi & 

Kennedy, 1997; Wilkinson, 1996)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균등한 경제개발로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면 정신건강이 나아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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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지역은 빠르게 산업화되고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경제개발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Bahar, Henderson & Mackinnon, 1992). 이 연구에서는 마을을 무작위로 계층을 

나누고 1,760명을 표본 추출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상대적으로 빈곤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전기가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수입이 낮고 과거부터 매우 빈곤한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장애에 대한 위험이 

현저히 높았다. 그리고 각 마을별 변화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개발로 생활수준이 가장 크게 

향상된 마을 주민의 정신장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빈곤층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차원으로 건강부문의 개혁, 지역사회 지도층의 참여, 

소외된 사람들의 역량강화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경제 개발 

및 개혁으로 빈곤층을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의 정신건강도 증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상당수는 '사회적 기업'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NGO에서 진행하고 있다(Antia, 1993).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의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18장 참고).

여성의 역량강화 

성(sex)이 생물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용어라면, 젠더(gender)는 사회적인 특성을 토대로 

구분하는 용어이다. 젠더는 개발도상국에서 건강불평등을 유발하는 핵심 요소이다. 젠더는 경제적·사회적 지위, 

자원 활용 가능성의 여부, 사회적 치료 등 남성과 여성의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통제권에 영향을 준다(WHO, 

2000). 젠더는 남성과 여성의 삶을 좌우할 뿐 아니라, 이들이 사회계급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물질적인 지위와 

상식적인 지위도 부여한다. 따라서 젠더는 건강을 좌우하는 강력한 사회적 결정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젠더라는 

사회적 결정요인은 다른 결정요인인 연령, 가족 구조, 소득, 교육, 사회적 지지 등과도 상호작용한다(WHO, 2000). 

젠더는 개발도상국의 공중 보건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젠더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성과 생식 

관련 건강, 일차 보건의료를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된 

여러 연구를 보면 여성들이 과도하게 정신질환에 이환되는 데에도 젠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Broadhead et al., in press; Patel, Rodrigues & De Souza, 2000).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위험요소 중,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여성이 하는 일에 대한 인정 부족, 여성을 위한 교육과 고용의 

기회 부족, 심각한 가정 폭력의 위험 등이 핵심 원인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가정폭력과 정신건강 문제 간에 관계가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지만(Heise, Ellsberg & 

Gottemoeller, 1999; WHO, 2000), 개발도상국에서 실시되는 폭력감소 프로그램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평가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수준에서 작용한다. 여기에는 

보건 담당자가 민감성을 가지고 학대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존 보건프로그램에 

폭력에 대한 교육을 통합하는 것, 의사소통 전략을 수립하는 것(TV 드라마와 같은), 학대받은 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 가해자에게 법적 형벌을 부가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 피해자의 욕구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것, 남성가해자 관리 등이 포함된다(Heise, Ellsberg & Gottemoeller, 1999). 폭력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친밀감 강화에 초점을 두는 프로그램에는 부모훈련, 멘토링, 결혼생활 상담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진행된 디딤돌 프로그램은 남성들의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돕고 여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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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WHO, 2002a). 상당수의 프로그램은 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성의 정신장애와 가정폭력 사이의 연관성이 드러난 것을 감안하면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의 폭력 예방

많은 개발도상국에는 폭력이 만연해 있다. 사실 인간개발보고서에도 언급되었듯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내란, 전쟁, 재난이 심각하다.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내란은 수그러들지 않아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지역사회의 구조를 뒤흔든다. 전쟁과 내란이 얼마나 거대한 문제인지는 폭력이 청년, 특히 남성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난다(WHO, 2002a). 최근 세계폭력건강보고서(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WHO, 2002b)에서는 폭력이 건강에 미치는 엄청난 부담을 강조하면서,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중 보건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러 프로그램에서 폭력 감소를 옹호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의 프로그램에서는 증거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 선진국에서 생성된 증거이다). 개인에게 개입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성과 약물 남용 

등의 영역에서 건강한 태도와 행동을 장려한다(이는 아래 설명처럼 생활 기술 훈련과 유사하다). 사회개발 

프로그램은 역량과 사회기술을 강조하여 젊은 세대의 폭력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수준의 

프로그램에는 공공교육, 정치인과 법 집행인에 대한 훈련, 지역사회 경찰활동, 난민촌의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 

폭력을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여 안정감을 주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2002년 인도 구저라트(Gujarat)에서 발생한 폭동의 피해자들이 사회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심리 사회적으로 지원했던 노력에서도 볼 수 있다(Sekar et al., 2002).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정신건강이 증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고유한 전통, 기술, 위기에 대한 개입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면의 정신상태보다는 외부의 사회를 재구성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는 선진국에서 하는 트라우마 상담에서 특히 강조되는 사항이다(Summerfield, 

1999). 우리는 폭력의 주된 원인이 탐욕스러운 무기산업, 정치적인 이중 잣대, 공동체 간의 적대감 증가, 선진국에서 

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가중되는 세계 정치의 불안정성 때문임을 인정해야 한다. 

사회적 지지

이번 절에서는 상호협력과 지역사회 행동이 정신건강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생애주기 접근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지역사회의 미래인 아동과 청년층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은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여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반면, 수명 주기의 반대쪽에 있는 노년층은 특별한 관심을 받기 어려운 집단이다. 

모성의 정신건강증진과 적절한 육아

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는 모성 정신건강을 핵심적인 공중 보건 이슈로 여기고 있다. 모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신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Lanata, 

2001; Patel, De Souza & Rodrigues, 2003). 예컨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인근의 작은 지역을 보면,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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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4주를 기준으로 우울증 비율이 35%였는데 이는 부유한 국가의 우울증 수치보다 약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우울증은 엄마와 아기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과도 연관되어 있다(Cooper et al., 1999). 폭력, 부적절한 육아 

문제는 아동과 성인의 정신건강과 관계가 있으며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가출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발달을 위해 모성의 정신건강과 적절한 양육 기술을 증진시키는 공중 보건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출산 전에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면 모와 아동의 건강이 향상된다는 증거도 있다. 잠비아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모의 역량강화와 문제 해결 능력을 살펴보니 지원을 받은 모는 더 적극적으로 아기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결과를 보였다(Ranjso-Arvidson et al., 1998). 또 페루에서 여성이 다른 여성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를 보면 모의 자아존중감과 역량이 강화되었다(Lanata, 2001).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된 지역사회 기반의 상담 

및 지원 개입을 통해서는 아기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ooper et al., 2002) 

이러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무작위대조군 통제연구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인도 고아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무작위대조군 통제연구를 진행하여, 지역사회의 상담 프로그램이 고위험군 여성들의 산후우울증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예비연구결과 정신건강이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며, 본 실험 결과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Marcus Hughes, personal communication). 

역경 속의 아동발달

최근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영양 상태와 아동 발달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WHO, 1999). 영양실조는 잘 알려진 위협요인이어서 신체건강의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심리 

사회적 개발을 방해하는 위협요소이기도 하다. 일부 개발도상국은 전체 아동의 절반 이상이 체중미달이고 특히 

남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영양실조가 상당히 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Bhutta, 2000), 영양실조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개입하여 여러 측면에서 정신건강증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에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으로는 인도의 ICDS(Integrated Child Development Scheme), 인도네시아의 PANDAI(Child Development 

and Mother’s Care) 프로젝트, 페루의 PRONOEI 프로그램, 브라질의 PROAPE 프로그램, 태국의 IPCFD(Integrated 

Programme for Child and Family Development), 콜롬비아의 호가레스(Hogares Comunitarios de Bienestar)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7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지역사회 주민 중 기초 건강 담당자 

(주로 여성)를 채용하여 실행한다. 인도의 ICDS는 인도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975년 설립된 이후 1,700만 

명 이상의 아동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대다수의 프로그램은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많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설정한 후 개입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효과를 연구했다. 이러한 평가의 핵심 결과를 보면 

1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양적·교육적 개입으로 소외계층의 심리 사회적 발달이 향상되고, 영양 요소와 심리 

사회적 요소를 결합한 프로그램은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타나났다. 영양 요소와 심리 사회적 요소 둘 다를 갖춘 

대규모 프로그램은 일부 최빈곤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영양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소외를 경험한 아동들은 결코 영양 상태가 좋은 

특권층의 아동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처럼 많은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결합형 개입 

모델을 개발하고 시험해 볼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이러한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개입이 성인의 신체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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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술교육과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증진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반면, 사춘기는 성과 생식 능력이 생기는 생물학적 

변화를 일컫는다(Baucher, 1996). 여러 개발도상국의 공중 보건에서는 청소년기의 건강을 중요한 이슈로 삼고 

있다. 청소년 상당수가 성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이기도 있지만, 만연해 있는 HIV/AIDS의 증가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성과 생식 측면의 건강관련 이슈에 관심이 높긴 하지만, 이들의 건강, 교육, 경제적 욕구와, 

고용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Bezbaruah & Janeja, 2000).

청소년기에는 심리 사회적 발달, 자아/자아존중감이라는 성숙한 개념의 획득, 교육적 성취, 가족과 또래 관계, 성 

생활 등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한다. 미국과 중국에서 진행된 최근 연구를 보면 보호요인이 청소년들의 비행, 음주 

및 약물 남용 문제 등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위험요소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Jessor, Turbin & Costa, 

2003). 역할 모델과 관련된 요인(예: 지역사회 활동 시 부모의 개입), 지지적인 관계(예: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관심), 통제요인(예: 비행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 행동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요인은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증진에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청소년기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증거도 쏟아지고 있다. 우울증, 자살, 자살시도는 개발도상국에서 

청소년들의 사망과 입원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Andrew, Patel & Ramakrishna, in press; Eddleston, Rezvi Sheriff 

& Hawton, 1998). 여학생들이 자살을 더 많이 시도하는데 이는 성/생식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권리를 제한당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Khan & Reza, 1998).

생활 기술교육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필요와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건강증진 모델이다(WHO, 1997). 생활 기술에는 의사결정, 문제 해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기술, 자기인식, 감정 및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등이 포함된다. 생활 기술은 산수, 독서, 

삶에서 필요한 실용기술과 같이 청년들이 성장하면서 습득하는 중요한 다른 기술과는 다르다. 비록 생활 기술 

교육에 대한 평가가 선진국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약물남용, 청소년 임신, 따돌림 예방, 학업 성적과 출석율 향상, 

정신적 안녕과 건전한 행동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있다. 이 모델은 현재 많은 이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 실험을 거쳐 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노화와 정신건강: 누가 돌볼 것인가

1990년, 60세 이상 인구는 58%였으며 이들 중 다수가 개발도상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인구는 

2020년까지 67%로 증가할 전망이다. 30년 사이에 개발도상국의 노년층 인구가 200%까지 증가하는 셈이니 68%

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Murray & Lopez, 1996). 경제성장과 산업화뿐 아니라, 사회조직과 

가정생활의 변화도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유발한다. 정신장애는 젊은층뿐 아니라 노년층 사망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개발도상국의 노년층은 비전염성 퇴행성 질환의 급증, 가족의 지원감소, 적절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부재라는 

삼중고를 경험한다(Patel & Prince, 2001).

타우트(Tout, 1989)는 개발도상국 노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연금이나 

정부지원이 없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부조를 제공해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높여주는 소득 창출 

프로그램이 가장 보편적이다. 헬프에이지 인디아(HelpAge India)는 청년들을 채용해서 신체기능이 낮은 노인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CEWA(Centre for Welfare of the Aged)는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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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감을 줄여줄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립했다. 한국에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을 소개해주는 공식적인 

이벤트도 있다.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극복하거나 재활하도록 하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몰타의 좋은 이웃 사업(Good Neighbour Scheme)에서는 이웃 사람 중에, 고독한 노인을 방문할 사람을 선별하여 

이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노인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재정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신체건강의 악화라는 세 가지 위협 요인에 개입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 구축

개발도상국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증거 기반은 상당수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추측에 불과하다. 물론 정신건강증진의 

거시적·미시적 전략이 지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증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질병예방이나 치료의 효과를 평가할 때 표준으로 인정되는 협의의 방법으로 평가하면 어려움과 위험이 따른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이러한 어려움은 9장에서 자세히 논의했었다). 어쩌면 정신건강에 대해 문화를 초월하여 신뢰할 

수 있는 유효한 측정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정신병리학적 진단을 측정하는 평가는 문화를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다(Dohrenwend, 1990; Patel, 2001a). 하지만 단순히 정신질환의 유무만으로 정신건강을 

측정할 수 없다면, 정신건강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만약 문화에 따라 진단 방법이 다르고 사회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정신건강을 올바로 측정할 수 있을까? 최근의 보고서에는 삶의 질, 대처능력 향상, 

심리적 적응력의 향상과 같은 구성요소를 정신건강증진의 성과로 정의하고 있다(WHO, 2002a).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정신건강증진 구성요소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연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본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정신건강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정신건강에 어떤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가, 정신건강은 삶의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다. 정신건강을 측정할 때 

유달리 어려운 문제는 사회마다 안녕에 대한 기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구성요소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야마타 센(Amartya Sen)은 비하르((Bihar) 지역 사람들의 이환율이 케랄라(Kerala) 지역 사람들보다 높은데도 

자기보고 형식의 답변에서는 바하르 지역 사람들이 문제가 더 적다고 답한 것을 언급했다(Sen, 2002). 그렇다면 

사회의 상황이 개선되어 안녕에 대한 기대가 바뀌고 정신건강 문제를 밝히려는 의지가 생기면 정신건강을 평가할 

때 유사한 현상을 찾아낼 수 있을까? 반대로 사회상황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유사한 현상을 찾을 수 없는 걸까?

건강관련 실천가들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국제적 맥락에서 인류의 안녕을 도모하거나 혹은 안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정신건강과 다른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구분하는 것은 임의적이고, 건강, 질병, 안녕에 대한 문화적 관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신체적·정신적·영적·사회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은 문화적 신념에 따라 다르다. 저소득국가의 정신건강증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태도와 전제를 지닌 정신건강증진의 개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가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기본적인 가정으로 삼지만, 자칫 

문화적, 의료적, 제국주의적인 전략일 뿐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비난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 일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 비난 때문에 디스임파워먼트되거나 정신적 건강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하는 과정이 

막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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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구축하는 좋은 방법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정신건상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지역 내에서 소액대출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과 동일 지역에 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 보면, 그러한 제도로 인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선진국 내 각 주별로 서로 다른 

인간개발지수의 표본을 비교해 보면 거시적 정책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그러한 생태학적 비교는 혼재변수의 문제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하게 표본을 선정하고 공변량을 

측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특정 집단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방법이, 특별히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치 체계(민주주의는 억압보다 낫다)를 통해 

사회를 발전시키는 프로그램(교육은 문맹보다 낫고 평화가 전쟁보다 좋으며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이나 의료 

서비스 체계가 조직화되어(전국민 의료보험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의료보험보다 낫다) 지역사회가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거시적인 개입이나 정책은 그 어느 것도 건강과 관련된 연구나 정책 입안자의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정책이나 개입은 모두 정신건강이나 정신질환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인간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개입은 증거 기반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인간개발과 정신건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가장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 전략은 인류가 겪는 고통의 근원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퇴치하는 기존의 인간개발 

전략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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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앞서 여러 장에 걸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문제의 근본원인 upstreem”에 대한 개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거시경제 정책이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도 살펴보았다. 특히 

거시경제 정책과 도시 설계, 주거, 교육 및 복지 정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하위 집단에 미치는 영향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예를 들어 사회 경제적 집단에 따라 미치는 

개입의 효과가 다르다). 또한 발달적 관점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개입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에 개입한 결과를 양적, 질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비건강 영역의 정책이나 개입이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현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과, 증거 기반에 차이가 존재하는 영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취업과 주거 정책이라는 대표적인 개입방식을 설명하고 이 개입을 평가하는 데 있어 보건경제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정책적 개입을 위한 증거 

개관

이전 장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정부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강관련 증거는 불완전하다. 즉 개입으로 인한 

증거가 의미는 있지만 대부분 개인적 차원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 대해서는 증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은 정신건강 욕구와 정신건강 취약성 관련 요인을 다루어 정책적 개입에 대한 증거를 종합하는 코크란 연합1

과 켐벨 연합2(2000)의 개관에도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정신건강을 취약하게 하는 요소로 실업, 노숙, 낮은 임금 

등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요소에 대한 개입 중 효과적이었다고 입증된 방법으로는 정신질환에서 회복 중인 사람을 

위한 지지취업과 사회심리적 재활, 우울증 고위험군인 임산부를 위한 재가형 사회적 지지,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지지와 문제 해결 및 인지행동 훈련 등이 있다. 어떤 개입은 오히려 해롭다고(트라우마 이후의 심리적 경험보고) 

결론이 나기도 했고, 또 다른 개입(학생에 대한 폭력이나 자살교육)은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의 위험성을 낮추는 

경우도 있고 높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개입은 교육, 취업, 복지를 비롯한 다른 지지적 개입을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 자체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정신건강을 취약하게 하는 요소를 다루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1    코크란은 보건 전문가, 환자, 정책 입안자들이 건강관련 개입에 있어 증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해 1993년에 설립된 

비영리, 비정부의 국제연구기관이다.(www.cochranelibrary.com)

2    캠벨 연합은 교육, 범죄와 정의, 사회복지와 국제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준비, 유지, 분류함으로써 사람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한다.(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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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났다. 학년 전 보육 프로그램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취업을 유지할 수 있어서 정신건강을 

취약하게 하는 요소의 위험성을 낮추었기 때문이었다(Zoritch, Roberts & Oakley, 2000). 이 외에 음주나 약물 

오용을 다루는 개입도 효과적이라고 밝혀졌다.

그러나 정신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리라고 기대했던 여러 정책 중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개입” 중 하나는 소득보전이었다. 정신건강의 취약성은 빈곤이나 결핍과 관련되어,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의 소득을 증가시키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소득 보전이 

적극적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명확한 결과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부의 소득세1 주거 급여, 다른 형태의 

재정적 지원과 건강결과를 살펴보는 무작위 대조실험(RCT)을 실시하였다(Connor, Rogers & Priest, 1999). 

캐나다에서 실시된 작은 규모의 무작위 대조실험에서는 대출이나 수당으로 인한 소득증가에 따른 정신건강 결과를 

측정하였다. 소득증가에 따른 실제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연구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건강에 대한 소득보전의 영향을 평가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 연구자들은  

“기회를 상실한 것(lost opportunity)”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 표현은 다른 사회적 개입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증거가 없음”을 “효과가 없다는 증거”로 오해하지는 말아야 한다. 또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예방적인 개입은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없더라도 병인(病因)학적 관찰연구에 근거하여 실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정책 결과와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연구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줄 뿐이다. 또한 개입에 투입된 

상대적 비용과 혜택을 알 수 있는 경제적 수치도 부족하다(Gilbody & Petticrew, 1999).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장의 

후반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다.

정신건강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이유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책 결정의 기회가 

적고 장기간의 복잡한 결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둘째, 정책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정보도 금방 쓸모없어진다. 셋째, 실험평가는 정책적 질문에 답하기에 충분치 못할 때가 있다. 넷째, 

효과가 미미하고 분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규모의 표본 및 무작위 추출 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평가예산은 임상연구 예산보다 제한적이다(Sturm, 1999). 이러한 장벽은 극복할 수 있으나(이미 

극복한 부분도 있고), 슈투엄(Sturm)이 제안하였듯이 여전히 종단적 관찰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종단적 

연구에서 반복적 질문조사나 정기적인 보건 서비스 자료 등을 통해 확보한 정신건강 모니터링 자료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신뢰할만한 결과평가를 요구해야 하며, 이러한 신뢰할만한 자료는 

정신건강의 요인과 지표를 관찰한 자료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Herrman, 2001).

정책결정자는 문제의 근본 원인에 개입한 효과에 대해 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9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의 주요 사회적 요인을 무작위추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규 도로와 주택, 지역 재개발 

등도 이론적으로는 모두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근 건강불평등 분야의 연구자들은 비건강 분야의 

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경험(예를 들어 고용 기회의 변화, 주택공급, 정책상의 

1    negative income tax. 소득수준이 면세점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자에게 면세점과 과세 전 소득과의 차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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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변경)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비건강 정책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증진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스필오버(spillover effect)

효과”1를 측정하면 정신건강의 증거 기반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에서는 정신건강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알려진 두 가지 영역인 고용정책과 주택정책에 대해 설명하겠다.

고용환경과 정신건강

영국 the Whitehall의 연구결과를 보면 직장에서 통제력이 낮고 동료로부터의 지지가 적으며 스트레스가 높은 

심리 사회적인 요건이, 취약한 정신건강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한 병가와 관련 있다고 한다(Marmot et al., 1999; 13

장 참조). 이러한 결과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근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질문해 보게 한다. 예를 들어 

위계조직에서 낮은 통제력을 바꿀 수 있는지,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권력불균형을 교정할 수 있는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Robinson & Pennebaker, 2002). 위의 질문에는 

대부분 답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직장 요인과 취약한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수많은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직에서 예방적 개입을 실시한 혜택이나 위해를 측정하는 평가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직장근무와 관련된 정신적 불건강과 병가에 대한 연구 중 개입에 대한 연구는 겨우 여섯 편만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 중 세 편만이 무작위 대조실험방법을 사용한 연구였다. 여섯 편 중 세 편은 미국, 두 편은 스칸디나비아, 

한편은 영국에서 실시된 것이다. 여기서의 개입방법은 의사결정의 기회를 늘리는 조직적 변화, 문제 해결기술 

향상과 직장 내의 지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의사소통에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이었다(Michie & Williams, 

2002). 직장 내에서 지지를 동원하고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기술은, 대처능력을 신장시키고 동료와 

함께 일하는 기능을 향상시켰으며 보다 지지적인 피드백을 받게 해주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이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즉 

고용관행과 관리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입방법에 대한 실험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경제적 관점에서의 

평가연구는 한편밖에 없어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인데, 경제적 평가는 고용주가 이러한 개입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또 다른 문헌연구에서는 조직의 광범위한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입보다, 직장 내 특정 영역의 변화만을 목표로 

하는 집중적인 개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Rick et al., 2002). 이 연구는 통제집단을 

두기는 했지만, 무작위 추출을 하지 않아 증거로서의 기반이 부족하고 연구결과가 오염되는 문제가 있기도 했다 

(실험집단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웠다). 공중 보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용과 정신건강에 대한 증거 역시 근무 환경과 발병률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관찰적 증거가 대부분이어서 어떤 

개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증명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조직변화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결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역주: spillover effect. 물이 넘쳐흘러 인근의 메마른 논에까지 혜택이 전해지듯이,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혜택이 흘러 넘쳐 

다른 지역에까지 퍼지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



CHAPTER 15.  증거: 앞으로 나아갈 길 • 203

주택과 정신건강

고용과 마찬가지로 주택개선 역시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정책이 실제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최근 한 문헌연구에서는 주택개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18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는데(Thomson, Petticrew & Morrison, 2001), 18편의 연구는 표본 집단, 지역, 주택 개선 

방식 등에 있어서 다양하였다(예를 들어, 중앙난방 장치 설치로부터 재개발, 재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결과의 측정 역시 다양해서 건강에 미친 영향을 하나로 볼 수 있게 종합하기가 어려웠으며, 연구 결과가 서로 

상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증거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대규모로 진행된 한 통제실험 연구결과에서는 주택개선의 정도와 

정신건강증진의 정도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반응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주택개선이 반드시 

정신건강의 증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불안이나 우울증이 

감소되었으며 Nottingham Health Profile 점수가 개선되었고 정신건강 문제가 감소되었다고 자가 보고하였다

(Thomson, Petticrew & Douglas, 2003).

이 외에도 주택 점유형태, 주택 디자인, 이사, 이웃사람 등의 주거관련 요인이 정신건강의 다양한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관계의 방향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주택보유와 건강증진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iscock et al., 2000). 그러나 주택 보유가 항상 건강증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 

주택대출금의 상환지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시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하는 경우에 

불안감이 커지고 정신건강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ettleton & Burrows, 1998). 또한 주택 

보유에 대한 문화적 의미도 달라서 국제적으로 차이가 있다.

주택 디자인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이다. 공동주택 생활은 스트레스 조건인 사회적 

고립이나 범죄의 증가, 사생활 침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기회의 감소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다(Burridge & 

Ormandy, 1993). 최근의 역학조사에서는 정신건강수준이 저하되는 패턴이 공동주택 생활과 주택의 높이(housing 

height)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Evans, Wells & Moch, 2000).

보다 좋은 환경에 거주하여 얻을 수 있는 정신건강 상의 이득은 새로운 지역으로 집을 옮겨 이주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반감될 수 있다. 이사로 인한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는 생활사건으로 여겨진다. 특히 사회주택의 경우 

주택당국과 이사를 통제하는 권한을 협상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가 나타났다(Allen, 2000).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기존의 공동체를 상실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해체되며 사회적 목표를 좌절시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저하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정신건강 영향평가

공공주택 개선정책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확한 반면 잠재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회정책의 변화가 건강에 실질적으로 미친 이득이나 손해도 조사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과 평가” 활동은 정신건강 영향평가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핵심요소이다. 여기서 정신건강 

영향평가란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투자해야 할 영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건강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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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은 감소시키는 정책과 프로그램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Mental Health Impact Assessment, MHIA). 이러한 

정신건강 영향평가(MHIA)가 의미 있고 성공적이려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본질과 크기, 그리고 가능성 등을 

잘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중 보건 영역에서 개입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유형의 

증거도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질적 연구를 통해 미처 예측하지 못한 개입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그리고 

개입의 본질과 이를 설명하는 매커니즘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Thomson, Petticrew & Douglas, 2003). 또 

종단적인 생애주기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결핍된 환경에의 노출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인구 집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커와 동료학자들은

(Kuh, 2003, p. 727) 생애주기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는 것은 단순히 종단연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즉, 

이는 생애초기의 경험과 후기 건강결과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의 근간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설은 신생아나 동일한 통계인자를 지닌 집단을 추적하는 종적연구를 통해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정보를 적절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부담이 높은 

개발도상국이나 분쟁지역에서는 이러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얻기 힘든 경우도 많다(WHO, 2002). 또한 

많은 경우에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자원이 사용되기도 한다. 유럽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중 약 80~85%가 증거 기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자료도 있다. 

 보건경제학과 정신건강증진 

증거도출을 위한 과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입의 비용과 이득을 보여주는 주요 경제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때로는 경제적 

평가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게 관료적이거나 혁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집단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과 

지출이 필요하다. 공중 보건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을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귀중한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배정되었는지, 자원을 사용하여 건강 상 이득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해 

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건강증진 활동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평가하는 데 경제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측정 위주이므로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다른 이들은(단지 보건경제학자뿐 아니라) 경제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여러 건강증진 활동의 상대적 가치를 측정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통해 특정 인간행동의 매커니즘을 

새로운 시각(효용의 경제이론에 기반한 중독이론)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Cohen, 1984).

많은 연구에서 잠재적 자원할당에 대해 다루었지만(Byford & Sefton, 2002; Cohen, 1984; Godfrey, 2001; 

Hale, 2000; Shiell & Hawe, 1996), 건강증진(혹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경제적 평가 방법이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다. 헤일(Hale)과 동료학자들은(2003) 건강증진 영역에서 경제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적 가이드를 

제공하였다(Hale et al., 2003).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경제적 평가에 있어 종래의 원칙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도전과제를 설명하였는데, 특히 실험설계의 어려움, 기대하는 프로그램의 결과가 다각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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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며 장기적이라는 특성, 그리고 적절한 성과측정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주요 

쟁점을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정신건강증진의 평가에 대한 결과를 논의할 것이다.

연구 설계와 관점

임상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평가에서 있어서도 가장 선호하는 연구 설계는, 개입의 인과관계에 대해 제일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통제집단과 비교집단을 두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이다. 무작위 대조군 

통제실험이 특정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비용 효과를 평가하는 데 적합하긴 하지만(예, 직장 내의 우울증에 대한 

정신건강교육), 이 실험설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증진활동(예, 대중 매체 캠페인)이 전체인구 

중 특별하게 선별된(그래서 잠재적으로 다수를 대변할 수 없는) 표적집단보다 전체 지역사회에서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을 선별하여 통제집단에 무작위로 배치하게 되는데, 이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개입을 통제집단에 속한 사람에게는 유보하는 것이므로 비윤리적일 수 있으며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작위 할당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두 인접 지역 학교의 

학생들과 같이, 개인을 선별하기보다는 전체인구를 분석단위로 하는 집락추출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건강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활동을 평가할 때 무작위 통제실험(RCT)을 대신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교연구도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일 집단에 대해 관찰연구·시계열분석·생태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통제집단을 두지 않으면 결과가 오염되거나 편향될 수 있어 설득력을 잃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음주반대광고와 음주소비감소에 대한 비실험연구설계는 인과관계보다는 관계의 유무만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비용 효과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무엇과 비교하였을 때 비용 면에서 효과적인지), 비교집단이 없다면 비용 

효과 개념에 부합하는 경제적 평가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며 현실세계를 

보다 잘 표현한다(높은 외적 타당도와 일반화가 가능함). 이러한 특성은 장기간에 걸쳐 전인구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건강증진 활동을 할 때 특히 중요하다. 저소득 가정의 정신건강을 위한 소득보전이나 주택개선과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에 개입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용과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심지어 세대 간 

효과까지 포함해서 연구해야 한다. 세밀하게 설계한 종단연구는 비록 통제집단 실험연구보다 엄격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실행 가능한 연구 설계이며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수립을 위해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증거를 축적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모의 실증연구를 하는 모델링 

연구이다. 모델링 연구는 (공중 보건) 현실의 지나친 단순화, 데이터소스의 다양성, 핵심 변수에 대한 복잡한 가정 

때문에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지만, 연구대상을 모집하거나 추적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모델링 연구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관점인 

전인구의 수준에서, 관련 비용뿐만 아니라 개입 했을 때 예측되는 건강상의 이득에 대해 정책 입안자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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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의 정의와 측정

정신건강증진 전략을 실행하여 나타나는 잠재적인 결과를 적절하고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Nutbeam, 1998). 표 15.1의 내용은 경제적 연구에 포함할 수 있는 성과 목록이다. 초기질문은 주요 수혜자가 

누구인가로, 행동장애가 있는 특정 개인인지, 전체 지역사회인지 혹은 일반인구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각 대상에 

따른 개입 성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건강증진 활동으로 나타나는 성과, 특히 인식이나 지식, 행동의 변화는 

건강증진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사춘기 청소년들의 약물오용행동의 변화).

여기서 개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최종” 성과는 건강, 비건강의 양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건강과 관련된 성과는 

삶의 질, 나아가 개입대상의 사망가능성을 통해 개입효과가 증명된다. 전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정서적 스트레스나 신체적 폭력을 추가해서 성과를 살펴 볼 수 있다. 전 인구의 건강측정으로 

가장 잘 알려진 형태는 질보정생존년수(quality-adjusted life years, QALYs)와 장애보정생존년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s)로서, 이는 개입과 질병의 범주를 더 잘 비교하기 위해 하나의 지표에 사망률과 병적 

상태를 함께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정을 통해 건강증진 활동의 가치를 입증하였지만 지금까지 

이를 활용하는 것은 제한적이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취약집단이나 특정 환경에 개입하는 활동은 전인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아서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개인의 삶이나 장애에 미치는 효과는 클 수 있지만, 전인구 차원에서는 이로 인한 효과가 미미하여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반대로 전인구에 대한 개입활동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를 소위 “예방의 역설(prevention paradox)”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작은 변화를 통해 전체인구의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ose, 1981 cited in Rose, 1992, p. 12). 

이러한 작은 변화로 나타나는 성과를 건강의 측면에서 측정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컨조인트 분석1이나 

지불의사평가가 있는데, 이는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상대적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건강증진 활동으로 인한 건강변화로 인해 단지 한 부분에서만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건강 측면에서도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본과 같은 사회적 이득, 그리고 

노동참여나 생산성 같은 경제적 이득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통합과 같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할만한 방법이 필요하다(McKenzie, Whitley & Weich, 2002; Shiell & Hawe, 1996).

비용의 정의와 측정

성과연구 중 경제적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비용을 산정한다. 표 15.1은 개인, 지역사회, 지방이나 중앙정부 등 

여러 단계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정신건강 개입에서 건강이나 사회적 돌봄 그리고 서비스에의 

접근이나 비공식적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 비용 등 대부분 개인적 차원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자원은 개인이나 가족보다는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신건강증진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1    역주: conjoint analysis.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의 속성 하나하나에 고객이 부여하는 가치(효용)를 추정함으로써, 그 고객이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를 예측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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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유지하는 행정적 비용과 훈련하는 비용, 특히 미디어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을 측정하는 것은 관련 기관이 다수이고 다른 프로그램과 비용이 연결되어 있어 쉽지 않으나, 

최근 들어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예를 들어 최근 WHO에서 음주와 과음,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소를 낮추려는 프로그램의 설계와 유지비용을 집계한 것이다(Johns et al., 2003).

현재 대안적인 정신건강증진 전략의 비용 효과를 비교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책결정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장·단기적 개입전략의 비용 효과에 관한 주요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험연구, 관찰연구 그리고 

모델링 연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 표 15.2는 학교에서 실시한 음주교육의 경제적 평가요소를 

보여준다(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다른 사례 연구는 Hale et al., 2003 참조). 경제적 증거 기반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비용 효과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전략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기준 중 단지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표 15.1 정신건강증진의 경제적 분석을 위한 비용 영역

Level 1:  

개인(예, 학생, 직장인)

Level 2:  

집단(예, 가정, 지역사회)

Level 3:  

인구(예, 종교, 국가)

자원 투입

건강 추구 시간

건강과 사회적 돌봄

라이프스타일 변화

(예 운동)

프로그램 실행

가정 지원

정책 고안 및 실행

과정 지표 태도 및 행동의 변화 태도 및 행동 변화 태도 및 행동 변화

건강 결과
기능 및 삶의 질

사망률(예 자살)

가족 부담, 폭력 측정 (예: 장애보정생존년수)

사회 경제적  

혜택

자아존중감, 노동참여 사회적 자본, 사회적 연대, 

실업률 감소

사회적 통합, 생산성 향상

의료 서비스 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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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2 학교 음주 교육의 경제적 평가 요소

평가의 

배경이해

약물 오남용은 청소년기의 심각한 문제이므로, 학교에서는 음주에 관해 더욱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이나 교사 모두 잠재적 역할을 할 수 있음.

가정 건강증진 전문가가 학교에서 음주교육을 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임.

비교 프로그램 최근 교사가 실시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구 관점 공공부분 비용. 예, 교육과 의료 서비스로 발생하는 비용

비용 측정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과 준비, 훈련, 프로그램 실시(특히 건강증진 전문가들의 시간)

효과 측정
지식과 태도의 변화(예, 음주로 인한 건강위험도 자각), 행동변화(예, 과음 감소),  

건강 상 이익(예,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고 감소)

비용 효과성 측정 중장기적 효과의 단위당 비용(예, 심각한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사고의 감소 사례 당 1000 파운드)

자료 출처: Hale et al., 2003

 증거의 축적: 인터넷 시스템을 중심으로 

유럽집행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과 예방 프로그램의 증거를 더 많이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다. 유럽의 21개 국가는 WHO와 함께 정신건강증진 활동(the 

Implementation Mental Health Promotion Action, IMPHA)의 일환으로 이 인터넷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전자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신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증거 기반의 전략·

프로그램·정책을 명시하고 설명하며 보급하여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   각 지역과 국가에서 정신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해 고유한 정책·전략·프로그램을 발전시키도록,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증거 기반 개입을 도입하고 재창출하도록 그 지역 고유의 문화를 고려한 지침을 제공한다.

■   통합연구를 촉진하는 자원을 찾고, 성과연구·비교문화연구·효과성연구(효과적인 정책·전략·프로그램의 

조정과 원칙에 대한)를 포함한 새로운 국제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의 예방과 증진에 있어서 그 질과 효과성을 증진시킨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목표로 하지 않는 정책,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을 주목표로 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정신건강 성과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무작위 대조실험으로 이러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실험설계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Rychetnik와 

동료학자들은(2002) 사회적 개입에서 무작위 대조실험을 실시할 가능성과 지역사회, 학교 또는 다른 집단에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군집실험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비표준화된 사회적 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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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는 유연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무작위 대조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관찰을 통해 개입효과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통제집단 사전사후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집단 사전사후연구도 

성과에 대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지만, 9장에서 베리와 맥퀸이 주장하였듯이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입을 일반화하고 실행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는 다른 방법으로 질적 연구방법도 있다. 문제의 

정도와 위험요소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으면 개입 시기와 대상에 대한 증거를 구축하고 고위험 인구 집단도 

파악할 수 있다. WHO의 단계적 접근법(WHO STEP wise approach)에서는 비전염성 질병의 위험요소를 

모니터링하는 감시 시스템의 핵심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정책이나 여러 다른 개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근간이 될 수 있다(http://www.who.int/ncd_surveillance/media/en/269.pdf).

물론 단순히 증거를 모으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공중 보건과 다른 정책 간의 분야를 넘어서는 실천과 협력, 

그리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새로운 법안을 

수립할 때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비용보다 혜택이 크다는 

증거가 없이 실천을 하기도 하지만, 정책적 개입은 실행하기 전에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해 최소한의 증거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 

정신건강의 취약성이나 정신건강의 불평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건강 영역의 외부에 있고, 따라서 여러 부처 

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네덜란드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인구조사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신장애 유병율과 낮은 사회적 지위에 관련된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연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표는 실업, 낮은 교육수준, 

그리고 낮은 소득과 낮은 생활수준이었다(Fryers, Melzer & Zenkins, 2003).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 개입하면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안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러한 영역에의 개입(예 정책)에 대한 평가로 

그 혜택을 어느 정도 계량화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연구가 없는 주된 이유는 개입에 대한 평가가 방법론적으로 

어렵거나 정치적인 어려움(정책결정자나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활동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과 더불어 또 다른 명백한 이유는 과거에는 

건강을 정책의 성과로서 중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적극적 정신건강의 증진이 사회정책의 성과라는 점을 더 깊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리한 사회적 조건(빈곤, 실업, 소외계층)이 정신건강 취약성의 주요결정 요인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개입(사회적, 경제적 자원의 재분배)이 정신건강증진의 소관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증거”는 주요 사회변화를 가져오는 것보다 고위험군 사람이 위험에 대처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Secker, 1998). 즉 아직까지도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취약성이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업스트림(upstreem)”에 대한 증거보다 “다운스트림(downstreem)”에 대한 증거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적극적 정신건강의 증진과 정신건강의 취약성 예방을 위한 정책 효과 및 비용 효과성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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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투자 

여러 국가에서 정신건강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 편에서는 특히 전 국민의 

기본적인 정신건강 수준이 낮은 경우에, 정신건강증진 전략을 통해 최소의 자원을 모든 사람의 정신건강 극대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편에서는, 이러한 최소의 자원은 중증 정신장애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증거 기반의 치료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려진 중증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효과적인 정신건강 시스템은 증진과 치료 두 가지 분야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정신건강 전용 예산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나 돌봄에 주로 사용되는 반면, 정신건강 정책은 

정신건강증진 실행을 위한 다른 분야에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치료 및 돌봄은 서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구성하는 상호보완적인 요소이다(WHO, 2002).

정신건강증진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고 전략적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 책의 다른 장에서도 논의하였듯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목표는 정신건강 영역에서만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다. 여러 다른 부처도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 정책에서는 교육부에 학교 환경에 대해 제언하고 실업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증진하게 

하는 등, 다른 분야에서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활동으로 정신건강 정책이나 계획을 통해 다른 분야의 예산에서 재정을 지원 받을 수 있고(지원받아야 

하고) 조정 할 수 있다(조정해야 한다). 

 정신건강 정책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정신건강 정책이란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치, 원칙, 목표의 집합체이다. 

정신건강 정책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을 위한 모델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WHO, 2003). 

정신건강 정책이 잘 수립되면 정신건강 분야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실천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며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다. 정책의 방향성이 없으면, 시스템 내 조정이 어려워지고 분절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결국 정신건강 개입의 영향이 약화된다.

정신건강 정책을 단독으로 수립하기도 하지만, 보다 넓은 사회정책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도 있고 보다 보편적인 

보건 정책으로 통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정신건강 정책이 보다 넓은 범위의 사회정책의 일부로 발전되면, 

정신건강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수준에서 개념화되어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집중이나 노력이 증대된다. 그리고 

정책을 발전시키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야를 대표하는 이익집단과 함께 일할 기회도 생긴다. 만약 정책의 

범위가 보건 영역으로만 좁아지면, 참여자 대부분이 보건 분야 출신으로 한정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는 

이해관계자의 수가 적어진다. 만약 정책의 범위가 보건 분야에서 정신건강 분야로 제한되면 기회가 더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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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이 독자적으로 정신건강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책을 발전시키고 

실행하는 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신건강의 폭 넓은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기회와 장기간의 지속적 변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제한될 것이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들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Herrman, 2001).

 정책의 요소 

정책은 보통 비전, 정책의 기본 가치와 원칙, 그에 따른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정책이 실행되도록 하고 

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분야를 설명하며 더 나아가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비전

정신건강 정책의 비전은 특정 인구 층의 장래 정신건강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비전은 각 지역이나 국가의 

정신건강 분야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높은 기대치를 설정한다. 동시에 그 기대치는 활용 가능한 자원과 기술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비전에는 정신건강 정책의 핵심 요소가 있어야 하고, 이를 실행한 이후 몇 년 

내에 이룰 수 있으며 또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비전을 통해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 할 수 있다(WHO, 2003). 예를 들어 비전에서 전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강조하고 있다면 

정신건강증진을 전략으로 반영한 것이다. 반면에 비전에서 정신질환 부담 감소를 초점으로 두고 있다면 치료와 

돌봄을 강조하는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국가의 비전은 이 두 요소를 다양한 수준으로 통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치와 원칙

가치와 원칙은 정부가 목표와 행동방침을 개발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근거가 된다. 가치는 무엇이 가치있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이나 믿음을 의미한다. 원칙은 행동하게 하는 기준이나 규칙을 말하며, 궁극적으로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치와 원칙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WHO, 2003). 예를 들어 “심리적 안녕”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삼으면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과 전략을 이끄는 주요 원칙으로 정신건강증진을 채택할 수 있다. 또한 정신적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한 틀로서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이나 지역사회 개발의 원칙을 택할 수도 있다.

목표

목표는 목적을 측정가능하게 표현한 것으로 정책의 비전을 실천 가능한 과제로 나눈 것이다. 세계건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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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의 지침에 따라, 전인구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그리고 불건강의 비용에 대해 

재정적 보호를 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정신건강증진의 역할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WHO, 2000). 

실천과 전략 

정신건강 정책의 목표가 확정되면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천방법과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정신건강 정책이 효과적이려면 재정, 입법 및 인권, 서비스 조직, 인적 자원과 훈련, 증진, 예방, 치료, 재활, 옹호, 

질적 개선, 정보 시스템, 연구 및 평가 등 여러 분야의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그림 16.1 참조). ‘정신건강 정책과 

서비스 안내서’를 보면 실천 분야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WHO, 2003).

정신건강증진 접근에 함의되어 있는 것은 모든 사람, 특히 가장 빈곤하고 소외된 계층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신건강이 건강의 기본 내용과 건강보험 

계획에 포함되도록 정신보건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신건강 자원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정신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자원을 형평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 모든 사람, 특히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의 요구를 반영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용 효과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정신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접근성, 지역사회 통합, 반차별, 자율성, 자유, 

모자관계 애착형성을 위한 출산 후 휴가,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근로환경, 가정 폭력 및 성폭력으로 부터의 보호와 

같은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정신건강의  

심리 사회적 측면을 다루거나 개인과 지역사회 차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인적자원도 개발되어야 한다. 필수의약품을 조달하고 분배하는 과정은 비용 효과적인 치료법이 널리 

적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정책, 법률, 규제, 재원이 충분히 

뒷받침 되도록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 책의 여러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삶의 질 지표와 측정을 통합하는 

정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와 평가 지원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자원을 비용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할 것이다.

옹호는 중요한 활동이다. 하지만 이는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정신건강증진과 연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적, 정치적 환경이 변화되는 가운데 

정신건강이 더 나아지도록 모든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치료와 돌봄에 대한 평가와 

비교했을 때 정신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평가 방법은 더 복잡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9장 참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이러한 전략에 비용투자를 망설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기관은 

옹호활동을 통해 정부가 정신건강증진 전략을 실행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보건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고안하고 실행할 때 소비자와 서비스제공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Dunn, 1999; Mental Health Foundation, 2000). 정신장애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널리 퍼져 있으며, 

이는 보건 서비스, 거주환경, 교육과 취업에의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Hocking, 2003). 

따라서 정신장애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키는 정신건강증진 전략은 사람들의 정신질환 치료 서비스에의 접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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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16.1 정신건강 정책 실행의 원칙적 영역

실행 영역

■ 재정 

■ 법률과 인권 

■ 서비스의 조직화 

■ 인적자원과 훈련 

■ 증진, 예방, 치료 및 재활 

■ 필수의약품의 조달 및 분배 

■ 옹호 

■ 질적 향상 

■ 정보 시스템 

■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연구 및 평가 

■ 다분야 간 협력 

 다분야 간 협력 - 건강증진 활동 

정신건강증진은 전문가, 자원, 그리고 여러 분야의 파트너쉽에 달려있다. 다분야 간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정부 부처 간의 역할과 책임 분배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분야의 상이한 문화와 조직구조 내에서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위해 협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분야 간 협력을 이루기 위한 핵심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시작 초기부터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하고 정신건강증진 개입을 정의하는 과정을 통해 모든 참여자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분야 간 협력을 위해서는 보건 및 여러 사회 정책으로부터의 

폭넓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이러한 폭넓은 정책의 틀 안에 포함시키면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협업에는 수평적(즉, 정신건강과 건강, 교육, 취업, 사회 복지, 정의, 이용자 및 가족 영역과의 

연계), 수직적(즉, 국가적, 지역적 연계) 연계 모두가 포함된다. 복잡한 협력구조를 만드는 것보다 구체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성취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동기를 북돋울 것이다. 소수 이해관계자의 이익보다는 협력의 목적에 

따라 의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협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되어야 한다. 정책을 통해 각 파트너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제공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협력을 위한 

비용 지출도 중요하다.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Advisory 

Committee on Population Health,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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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전략의 예

정신건강증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수행된다. 정신건강증진은 개인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를 

견고하게 하며 정신건강으로 인한 사회구조적인 장벽을 낮추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단계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취약집단, 고위험군, 보편적 인구 집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mentality, 2003).

이러한 틀은 정신건강 정책 안에서 증진활동의 진입점을 개념화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정신건강증진 활동이 시작되는 가장 적절한 지점은, 욕구 분석, 사회적·문화적·성별·연령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개별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이란의 정신건강 계획을 보면 국가의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정신건강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수 있다. 이란에서 1988년에 시행된 국가적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을 일차 

진료에 통합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약1650만 학생)이 늘어나고 도시화되면서 사회 심리학적 

측면을 다루는 것은 주로 학교의 정신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Yasamy et al., 2001).

이처럼 정신건강증진 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세가지 수준의 전략의 예를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강화

이 활동에는 자존감 향상과 의사소통, 협상, 관계, 양육기술과 같은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개입을 통해 개인과 

개인의 정서적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개인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활동의 예로는 

모자관계 프로그램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기술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Department of Health, 2001). 

모자 프로그램

신생아와 유아의 심리 사회적, 인지적 발달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달려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질을 개선하는 

프로그램 아동의 감정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발달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 활동은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사회적으로 역경에 처해있는 모에게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the USA-STEEP 효과적으로 즐거운 육아 과정(Steps 

Towards Effective Enjoyable Parenting) 프로그램(Erickson, 1989)은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 중 처음으로 아이를 

가졌거나 양육 상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불안이나 

우울증이 감소되었고 가족생활이 보다 안정되었으며 아동에게 자극을 주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 다른 

효과적인 예로는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실시된 모자 프로그램(Fonagy & Higgitt, 2000; Olds et al., 1997)과 

호주의 the University of Queensland에서 고안한 3P 긍정적인 육아 프로그램(the Triple P, Positive Parenting 

Programme)(Sanders, 2002; Sanders, Turner & Markie-Dadds, 2002)이 있다.

아동 대상 생활 기술 프로그램

아동에 대한 생활 기술 훈련은 아동이 건강하게 사회적, 감정적 발달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아동과 청소년은 

문제 해결, 창조적이고 비판적 사고, 자기인식, 의사소통, 대인관계, 공감, 감정적 자기통제, 적절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감정적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건전하고 긍정적인 정신건강 발달을 이룰 수 있다(Elias & 

Weissberg,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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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강화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활동에는 사회통합과 사회참여를 높이는 것,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것, 정신건강을 

위한 건강 및 사회적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실행하는 것, 

직장 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 지역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것, 보육을 제공하는 것, 자립을 위한 자원 연계망 

지원도 포함된다(Department of Health, 2001).

지역사회 프로그램

높은 사회적 지지, 사회 관계망에의 참여와 기술과 정보 교환의 기회가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하는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많다. 이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정신건강증진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의 

화합이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으로 사회적 자원(이웃과의 사회적 혹은 다른 형태의 

접촉), 집합적 자원(자조집단과 지역사회 안전조직), 경제적 자원(취업기회), 문화적 자원(도서관, 학교, 시장 등)

(Cooper et al., 1999; McKenzie, Whitley & Weich, 2002; mentality, 2003)과 같은 핵심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국가적 정신건강증진 정책에서는 인간친화적인 지역사회, 예를 들어 환자 친화적인 병원, 소비자 

친화적인 쇼핑몰, 고객 친화적인 사무실, 직원 친화적인 직장 등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

학교 프로그램

학교가 아동의 인생을 준비하는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기관이라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아동의 건강한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이루게 해야 하며, 더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성별이나 인종, 종교, 사회적 집단 간의 평등을 높이는 아동 친화적인 학교에서는 건전한 사회심리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환경에서는 활발한 참여와 협동을 장려하고 신체적 체벌을 금지하며 학교폭력을 

묵인하지 않는다. 또한 학교와 가족생활을 연결하고 학업 능력뿐 아니라 창의력을 강조하며 아동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교 차원에서의 접근과 특히 학교폭력 방지 전략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Lister-Sharp et al., 1999; Olweus, 1993).

직장 내 프로그램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어 일의 역할과 직장 환경의 잠재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직업이 있는 것과 

긍정적인 정신건강 간에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직장 환경 자체도 개인의 정체성, 자존감, 사회적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인기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개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 향상, 공동의 목표 수립, 긍정적인 

근무 환경 만들기, 업무 부담 평가하기, 직무 요구와 직업 기술 간 균형 이루기, 직무에 대한 통제와 의사 결정의 

범위 확장하기, 사회적 기술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훈련 강화하기, 직장 내 심리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기, 상담과 

조기 재활 전략 제공(mentality, 2003; Williams, Michie & Pattani, 199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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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는 모든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과 그 집단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키고,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mentality, 2003). 2001년, 

세계건강보고서에서 제시한 두 가지 중요한 권고사항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 구축하고, 정신건강 

개입을 일반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WHO, 2001). 이는 서비스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증진시켜 정신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일반의료 및 일차 

의료에 편입시킴으로써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며 대중에게 

교육하여 정신건강증진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환자의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에 대한 결정을 

도우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지와 공식적, 비공식적 지역사회 서비스와 자원에 연결하여(Department of 

Health, 2001; WHO, 2001)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도 정신건강증진 과정에서 보건 서비스와 유사한 책임을 갖는다.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는 욕구를 

분석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활동을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활동을 자신들이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통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는 대인관계, 사회기술의 

발달, 취업지도, 스트레스 관리 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도 정신건강증진의 가치가 

중요시하는 서비스 접근에 대한 형평성과 같은 이슈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Department of Health, 2001).

정신건강에 있어 사회구조적 장벽의 제거

정신장애와 관련된 구조적 장벽은 교육, 의미 있는 직업, 주거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그리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지 등 차별이나 불평등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허물 수 있다(Department of Health, 2001). 

이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고용과 노동 

어떤 형태이든 직장에서 차별이나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받아들일만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모든 사람의 취업 기회를 극대화시켜야 하고(예: 고용기회 창출,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고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업은, 특히 정신 및 행동 장애 혹은 자살위험성 증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성 정신장애인이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주가 중증 정신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고용하도록 정부 정책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다(WHO, 2001).

상업과 경제 

경제 정책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따라 적극적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여러 경제 

개혁에서는 빈곤 감소를 핵심 목표로 삼아 긍정적인 정신건강증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을 통해 국가의 절대 소득 수준이 향상되더라도, 소득과 교육접근에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인해 취약한 정신건강 현상이 나타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WHO, 2000).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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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략을 세울 때에는 경제 정책의 효과에 대해 숙고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핵심 노동 기준을 향상시키며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경제 개혁으로, 좀 더 빈곤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World Bank, 2001). 경제 개혁으로 모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상대적 빈곤을 감소시켜야 한다.

교육 

교육은 정신건강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따라서 교육 신장은 정신건강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초등학교 출석과 

졸업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중등학교로의 진학과 졸업은 아동에게 부가적인 혜택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어떠한 유형의 교육을 제공하는지, 학교에서 차별이 있지는 않은지,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같은 

특수집단은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WHO, 2001).

 정신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평가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정신건강증진 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는 제한적이다. 또한 사회정책이나 보건정책이 

전인구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부족하다.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에 평가와 관련된 

전략을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개입을 평가하는 것뿐 아니라, 정책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활동도 해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평가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결과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옹호, 

낙인의 감소, 개입의 비용 효과성을 개선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신건강 지표를 일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평가에 포함시키면, 정신건강을 위한 기금이나 책무가 일반건강의 문제로 넘어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에 특별히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WHO, 2002). 따라서 좋은 정책이란 초기의 주요 

계획에 정신건강 관련사항이 통합되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면, 정신건강지표를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결과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포괄적 학교 

건강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기회로 삼고, 정신건강의 평가요소를 가시화하며 정신건강을 전체 건강의 한 요소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정신건강증진이 사회정책과 보건정책의 의제에 포함되면 정신건강증진 전략 역시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맞게 

조정되어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잘 기획된 정책이 실현되면 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뿐 아니라 교육 및 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형평성이 향상되며 사회적 지지가 향상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고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며 전체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증진된다. 따라서 여러 국가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정책의제에 정신건강을 포함시키도록 설득하기 위한 옹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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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이 장에서는 정신건강증진 전략의 개념 및 계획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번 장의 목표는 

정신건강증진을 전인구 대상의 활동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보다는 국민 전체의 관심을 두는 동시에, 

모든 국민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느낌, 감각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건강은 그 전략의 근간이 되는 패러다임, 이와 관련된 과정 그리고 모든 활동에서 바라는 성과와 관련되어 

있다. 다른 장에서도 논의하였듯이 정신건강증진은 ‘적극적’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희망적이고 좋아 보이는 미사여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을 채택하면 다른 고려사항에도 영향을 

미쳐 실제로 이루어지는 정신건강증진의 요인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계획과 

활동은 ‘부정적인’ 혹은 병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즉 지금까지 정신건강증진의 추진 동력은 강점이나 

자본관점에 의해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보다는 질병 및 장애를 예방하는 접근방식을 취했다. 그렇다고 

정신장애를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 두 활동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가정은 정신건강증진이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와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추구하려는 목표를 수행하는 역량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은 정부가 해야 할 임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전 세계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제공하는 돌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기본적인 

필요(평화, 식량, 피난처, 고용, 소득, 교육, 사회정의, 평등)를 제공해주고 개인의 성장과 건강, 안녕을 증진하고 

지지하는 생활조건과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원을 제공하는’ 지지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고유한 자원을 누릴 수 있으며,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생산성과 부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다(Joubert & 

Raeburn, 1998).

오타와 헌장은 건강,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이 “사회적·경제적·개인적 발전을 위한 주요 자원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굳건한 믿음과 책임을 공유하는 비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WHO, 1986). 

건강을 적극적 자원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은 오타와 헌장 이전이나 이후에도 여러 국제 컨퍼런스, 선언,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 예로는 제30회·32회·35회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ies)(WHO, 1977, 

1979, 1982)와 제2회·3회·4회 ICHP(International Conferences in Health Promotion)(WHO, 1988, 1991, 

1997)와 알마아타 및 자카르타 선언(WHO, 1978, 1997)이 있다.

지역사회와 전 국민의 건강이라는 맥락 안에서 개인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적극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질병치료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전 국민의 건강이 실제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전략과 행동을 개발하는 것을 

여전히 치료와 재활서비스 개발을 위한 부차적인 일로 여기고 있다. 즉, 대부분의 건강시스템과 보건조직, 그리고 

관련 산업(예: 연구, 제약, 신기술 등)에서는 여전히 신체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재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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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정신건강 예산은 전체건강 예산 중 적은 부분을 차지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정신질환을 임상적으로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질병치료비용과 건강증진비용 사이의 불균형, 특히 정신건강증진 비용이 불균형하다는 점은 전 세계 정신건강 

문제의 범위에 관련된 자료와 관련 부담과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Murray & Lopez, 1996; 

Stephens & Joubert, 2001; WHO, 2001, 2003). 다시 말하자면 상충되는 이익이나 권력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점에서 정신건강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개인·지역사회·국민전체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건강의 문제나 장애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가 인생의 힘든 사건과 조건, 그리고 환경의 결과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거나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장애 기준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부담이 실제 질병으로 

인한 부담과 비슷하거나 더 클 수 있다고 알려준다. 오타와 헌장에서 거의 20년 전에 밝혔듯이 전체 국민의 건강과 

정신건강을 보다 잘 다루기 위해서는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고 개인의 자원을 강화시키며 건강과 관련된 선택에 

통제력을 갖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정신건강증진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증진 

그렇다면 정신건강,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이란 무엇인가?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증진이 개인·지역사회·국민의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치료, 예방, 회복과도 관련되어 있는가?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증진의 개념과 이러한 

질문은 이전 장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었다. 우리는 정신건강이 주로 감정, 생각, 관계, 행동, 영성과 관련되어 

있으며(Lahtinen, 1998), 삶을 즐기는 능력, 문제를 처리하고 대처하는 능력과 연관되어 있어서(Joubert & Raeburn, 

1998), 적극적 안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정신건강에는 자존감, 낙관주의, 통제력과 통합감, 상호 지속적인 

관계를 시작하고 발전하고 유지하는 능력,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 등 개인의 자원이 포함된다(Lavikainen et al.,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이고 영향력 있는 기관과 조직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병리적인 맥락에서 장애, 

무능력, 결핍을 표현하는 언어로, 정신건강을 인용하고 연구하며 논의한다. 이는 전 세계 정신건강과 관련된 수많은 

전문 저널과 보고서의 내용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대부분 정신장애가 환경적인 요인에서 유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 환경에서 반응하는 인간의 고통을 

정신건강의 문제로 분류하여 의료적으로 치료할 위험이 있다. 사람들이 불안정한 가정과 사회 경제적·정치적 

상황에서 큰 스트레스를 겪을 때, 기본적인 신체적·정신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비난받고 소외당할 때, 고통과 괴로움이 매우 커진다. 사람들이 괴로운 상황에서 생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보이는 

반응은 때로 정신질환과 혼돈된다. 그러나 종단적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생활조건이 회복되고, 고통을 

인정받고 정당화되며, 가족과 사회의 지지에 기댈 수 있을 때, 회복력, 회복탄력성, 고통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역경을 통해 배우고 자신의 삶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간다(예: Cyrulnik, 

1999, 2001, 2003; Henderson, Benard & Sharp-Light, 1999; Pransky, 1991, 1998; Werner, 1994; Werner & 

Smith, 1992). 이러한 인간의 발달과정은 병리적인 차원의 임상적이고 단기적인 기준 체계를 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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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의 근본적인 측면이다.

이번 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접근법은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과 신뢰,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강한 믿음이어서 정신건강 

문제나 장애가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여기에는 내적 회복탄력성, 즉 지지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  

‘존재하고 소속되며 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우리는 모든 정신건강증진 활동이 ‘인간중심적’ 접근법(Raeburn 

& Rootman, 1998)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중심적 접근법은 문화, 평등, 사회정의, 상호관계,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개인과 지역사회가 자신의 삶과 정신건강을 통제하도록 임파워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Joubert & Raeburn, 1998). 예컨대 국가와 정부에서는 전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표로 삼고 사회적 기업을 

장기적인 투자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 이러한 투자는 분명 초기에는 재정과 기타 지원이 필요하지만, 점차 건강과 

사회서비스에서 비용이 감소하면서 만회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구조적인 변화이며, 개인과 지역 사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얻는 힘과 생산성으로 인해 지속 가능해진다(Durning, 1989; Lord 

& Farlow, 1990; Pransky, 1991; WHO 2002).

 정신건강증진 활동의 3가지 수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대해 고려할 때에는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수준, 지역사회 수준,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수준이라는 세 가지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들 각 수준별로 개념적으로,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미시적이고 개인적 수준은 정신건강 영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영역이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정신건강증진 전략은 주로 개인의 강점, 자원,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인 다양한 활동이나 

실천을 말한다. 사회기술(반응성, 문화적 유연성, 공감, 돌봄, 의사소통 기술, 유머감각), 문제 해결능력(계획, 도움 

찾기, 비판적·창의적 사고), 자율성(정체감, 자기효능감, 자기인식, 과업 숙련, 부정적인 메시지나 조건에 거리를 

둘 수 있는 적응성), 밝은 미래에 대한 믿음과 목적성(목표지향, 교육적 열망, 낙관주의, 신앙이나 영적 연결성)등이 

개인적 차원의 정신건강 전략의 예이다. 이는 청년층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이기도 하다

(Benard, 1991, 1993a, 1993b; Henderson, Benard & Sharp-Light, 1999; Rowling, Martin & Walker, 2002).

둘째, 중간 또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바람직한 상황은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건강증진 전략과 활동을 

결정하고 개발하며 적용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는 가족, 학교, 직장 등 다양한 지역사회 단체나 환경뿐 아니라 

지리적인 지역이나 이웃도 포함된다. 가령 직장 내에서 생산성을 낮출 것으로 우려되는 스트레스, 소진, 결근을 

줄이기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는 개인적·관리적 관례에 대해 확인하고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다(Marmot, 1999. 2003; Marmot & Wilkinson, 1999). 고용주와 근로자의 소속감과 통제감, 주도성, 참여성, 

자존감, 자긍심을 고취하는 프로그램과 건강한 직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직장과 조직에서는, 건전한 직장 

환경과 인간적인 분위기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Lowe, 2003a, 2003b; Lowe, Schellenberg & Shannon, 2003). 

심각한 사회문제(예: 심각한 폭력, 아동학대, 비행, 중퇴, 마약밀매, 청소년 임신)가 있는 지역사회에서 문제에 

몰입하게 되는 열악한 조건을 바꾸는 대신, 사람이 가진 고유의 회복탄력성과 능력에 집중해서 해결한 사례도 있다

(Durning, 1989; Pransky, 1991,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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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회적 수준의 주요 관심사는 정책이다. 정책은 규제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지역사회·

사회에서 목표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에 대한 원칙과 가치를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16장 참고. Jenkins 

et al., 2002). 많은 경우 이러한 정책은 주로 전문가가 ‘실생활’에서 벗어난 사무실에서 공식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이 전반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 기회가 

필요하다(Joubert, 2001a). 요약하자면, 정책개발에 참여하고 임파워하는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정책 또한 그러하다. 참여형 정책개발과정을 위한 활동의 한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건설적인 

토론을 허용한 정부도 있다. 또한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국가의 상황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킨 사례도 있다(Jenkins 2004 참고. www.mental-neurological-health.net). 

개인·지역사회·전 국민의 건강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과 조건의 대부분은 개인의 

직접적인 통제력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국민의 건강상태와 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거시적 수준에서 내리는 중요한 경제적·정치적·사회적인 결정(예: 경제 구조 조정)이 어떻게 국민들의 삶, 건강, 

정신건강,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밝혀졌다(Stephens, Dulberg & Joubert, 1999). 반대로 이러한 

결정이 개인과 지역사회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참여형 접근방식이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주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Maxwell et al., 2003; 

MacKinnon, 2003; Phillips & Orishini, 2002). 사회정책이나 정신건강 정책이 개인과 공동체 스스로의 통제력을 

강화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역량강화 접근법을 통해 결정된다면, 분명 국민과 국가의 건강과 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정신건강증진과 예방, 치료, 회복/재활의 주요한 특징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바라고 원하는 ‘자연적인' 

방식에 더 가깝다는 점이다. 인간은 앞서 언급한 결핍이나 장애로 자신을 희생시키고 괴롭히는 접근방식보다는 

자신의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접근방식에 더 개방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병리적이고 치료중심적인 맥락이 아니라, 사람이 자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존중하는 

긍정적인 맥락으로 정신건강에 접근하는 정신건강증진을 지지한다. 또한 이는 정신건강 이슈에 접근 할 때 이미 

퍼져 있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낙인을 줄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지지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의 원칙 

(강점구축, 회복탄력성, 임파워먼트, 긍정성과 공동체)은 치료나 회복 영역에서 점점 더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Falloon & Fadden, 1993; Hawe et al., 1998; Rowling, Martin & Walker, 2002), 여러 연구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arry, 2001; Durlak & Wells, 1977; Falloon & Fadden, 1993; Health Promotion Wales, 1996; 

Hosman & Llopis, 2000; Pransky 1991; Tilford, Delaney & Vogels, 1997; Vinokur, Price & Schul, 1995). 

우리는 정부가 정신건강 분야 전체와 국민의 안녕에 대해 판단하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적극적 정신건강증진의 

원칙을 적용하면 계몽된 사고를 통해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 국가는 분명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전략의 가이드라인, 오타와 건강증진 헌장 

정신건강증진은 건강증진이라는 더 오래된 분야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이도 있다. 

정신건강증진이 건강증진의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정신건강증진 전략을 고려할 때 오타와 건강증진 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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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오타와 헌장은 여전히 건강증진을 고려하거나 관련활동을 할 때 인용되는 자료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1986년 처음 이 헌장이 제정되면서 정신건강증진의 이데올로기에 변화가 일어났다. 1970

년대에만 해도 건강증진은 개인의 생활양식이나 건강관련 교육에만 관심을 기울였었다(예: Lalonde, 1974). 그러나 

오타와 헌장은 전쟁, 평화, 청결한 환경, 고용, 경제, 주거, 적절한 식품 공급과 같은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과 복지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보다 인간중심적인 접근법을 강조했다. 한 국가의 건강이 개인이 원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개발하고 집행하는 정책에 달려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즉 대략적으로 보자면 오타와 헌장은 ‘자유의지’에 대한  

‘결정론적’ 관점을 선호하였으며, 이는 “건강결정요인”에서도 드러난다. 돌이켜보면 오타와 헌장은 1970년대 개인의 

생활양식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과잉반응이었으며, 결과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일정 부분 축소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오타와 헌장에서 건강증진을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통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통제라는 측면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정신건강은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건강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의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예: Joubert et al., 1998; Sarafino, 1998; Steptoe & Appels, 1989). 

정신건강증진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더 많이 갖게 해 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신건강증진 

전략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통제라는 이슈를 핵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오타와 헌장은 통제에 대한 딜레마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오타와 헌장의 한 쪽 측면을 보면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건강증진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핵심이다. 그러나 반대쪽을 보면 오타와 헌장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정책 중심적이며 사회결정요인을 

중시한다. 그리고 ‘제3자’인 정부와 전문가가 정신건강에 대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서, 개인과 ‘국민’은 자신의 

건강과 안녕과 관련해서 능동적인 주체이지만 덜 중요한 존재라고 보고 있다. 요약하자면, 오타와 헌장의 구절에는 

‘국민의 통제권’에 대해 역량을 강화하는 상향식 관점을 포함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부 및 주요 당국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인 일명 “우리가 제일 잘 안다”라는 하향식의 관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강증진과 정신건강증진에 있어 핵심적인 딜레마이여서,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런 딜레마가 모든 민주주의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즉 지역사회와 일반 시민의 소망이 정치적 의사결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MacKinnon, 2003; Maxwell et al., 2003; Phillips & Orsini, 2002).

정책과 국민의 관점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관점으로 보면, 오타와 

헌장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은 전체 다섯 가지의 행동전략 중 세 번째(2장 box 2.1 참고)로서 문자적으로 보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건강증진과 정신건강증진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틀을 기준으로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16장 참고). 따라서 이 문제는 정책의 관점이나 국민의 관점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둘 모두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최적의 접근 방법은 정책과 국민의 요소 모두를 

포함할 때 균형을 이루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오타와 헌장과 정신건강을 함께 다루지는 않았으므로, 오타와 헌장이 정신건강증진에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사실 이 헌장을 들여다보면 오타와 헌장은 건강과 질병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타와 헌장은 ‘국민’보다는 정부와 고위 의사결정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문서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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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장은 개인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건강결정요인에 주목하여 미시적 환경보다는 거시적 환경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 오타와 헌장은 발표된 시점인 1986년이라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개인중심의 견해가 강조되던 

측면에서, 그리고 더 넓게는 선진국이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던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가히 

혁명적인 성명서였다. 그 후 20여년이 지나 전 세계적으로 자유시장주의 거시경제 정책이 시행되고 인간의 게놈에 

대한 이해가 급속히 향상되어 의학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한 현재 시점에서는 훨씬 더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0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개인주의와 유전적 결정론이 철학적으로 우세한 시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와 헌장에서는 사람들이 권한을 갖는 민주적 활동을 통해 무언가를 계획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인간중심의 민주주의 차원이 정신건강증진에서도 인간중심의 전략과 

활동을 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정신건강증진에서 지향해야 할 주된 목표는 국민의 회복탄력성인데, 

이 회복탄력성은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적ㅡ 자연적 환경 속에서 스스로 결정한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역량강화에 의한 지역사회활동’ 관점이다. 오타와 헌장은 건강하다는 것이 전인적이고 생태학적인 문제라고 보며 

건강은 긍정적인 개념이라고 선언한다. 또한 앞에서도 말했듯이 건강을 “삶을 위해 필요한 자원” 이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건강이 나쁘면 일상생활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다. 흥미롭게도 오타와 헌장에서는 

건강이 모든 사람의 권리라고 말하지 않고 정부가 모든 사람의 건강에 책임을 지고 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시민의 정신건강과 안녕,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건을 최적화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시사한다. 오타와 

헌장에서는 건강증진 전문가들이 옹호, 개입, 이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문가의 역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해주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디스임파워하고 의존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지역사회를 통제하는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오타와 헌장에서는 시민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관련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지지적인 환경 

조성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의 기술 개발하며, 보건 서비스 방향을 재설정(2장 참조) 하는 다섯 가지 

영역에서 행동하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행동전략”은 유감스럽게도 종종 임파워먼트라는 의제를 간과하기도 하지만

(즉 진공상태의 정부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러한 전략을 고려하여 기준과 활동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동전략’을 오타와 헌장이 기여한 핵심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동전략은 건강증진이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략을 검토할 때 유용한 점검 목록을 제시해 준다. 

 건강관련 공공정책 

오타와 헌장은 건강(또는 정신건강)정책뿐 아니라 모든 공공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한다(Milio, 1986). 사실 현재 

대부분의 사회구조나 활동이 건강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정책적인 옹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건강에 대한 공공정책의 영향을 고려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개념은 

건강증진에도 영향을 주어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되었으며, 이는 오타와 헌장이 전 세계에 기여한 정치적 공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은 다른 사회경제 정책은 말할 것도 없이 건강정책의 일반건강에 속에서도 

부차적인 역할을 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슈는 정신건강을 정신질환과 연결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 

이론적, 조직적, 전문적으로 외면당하는 경향이 있다. 정신건강증진의 가장 필수적인 과제 중 하나는 정책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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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를 강화하여 개인과 지역사회, 정부 수준에서 적극적 정신건강의 가치와 실현가능성을 고취하는 것이다

(Lavikainen, Lahtinen & Lehtinen, 2000). 이 목표에는 적극적 정신건강을 일반 및 공중 보건 의제에 통합하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정신건강과 안녕은 넓은 개념이며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정책은 거대하고 다양하다. 이 

행동전략을 명확히 진행하는 것이 어렵고 과정·영향·결과에 대해 현실적인 지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건강관련 공공정책’이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해 보일 수 있다. 우리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지표를 활용하도록 제안한다. 첫 번째 정책 범주는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건강과 

일반적인 안녕)을 향상시키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고용, 주택, 경제요인, 교육, 안전, 도박통제 

등이 그 예로써, ‘공익'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정책 범주는 정신건강 및 안녕 증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여기에는 의사소통기술을 위한 학교 커리큘럼, 양육지원,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노인 

복지 시설, 지역사회 개발 및 자조 지원, 폭력예방, 집단 괴롭힘 예방, 문화적 인식증진, 정신건강 향상 방법에 대한 

언론 캠페인 등이 있다. 두 유형의 정책이 정신건강과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과정 및 성과에 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 성과 측정을 위한 기준과 때로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사소한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하다. 정신건강증진의 과정에서 태도와 개념이 변화되고 지식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 

과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단계에서 정신건강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책을 개발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은 지역적, 국가적인 

발전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부가가치를 높인다. 정책을 개발할 때 건강에 대한 오타와 헌장의 정의를 반영하려면, 

아마도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신건강이 필수적이며 생산적인 자원이라는 개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신건강을 위한 조건을 모든 시민이 누릴 권리로 간주하여 이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할 의무와, 사회적 요인(정신건강을 위한 조건은 사회적 요인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이 정신건강에 막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의무도 있다. 문제는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개인·

집단·정책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정신건강증진 전략을 고안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이슈라는 점을 언급했었다. 

그간 정신건강을 병리학이라는 렌즈로 보면서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최근에서야 

공중 보건이나 사회적 이슈로 받아들였다(예 : Ellis & Collings, 1997; Joubert, 2001b; Joubert, Williams & 

Taylor, 1996; WHO, 2001). 정신건강을 사회적 수준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으로 본다면 정책 

입안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Jenkins et al., 2002). 적극적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해 정책 

개발과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 역량을 구축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사회적 아젠다 중 중요한 부분이다. 넓게 보자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행정부의 리더십이며,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정보와 자료 및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 WHO에서는 국가의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문서화(WHO, 

2003)하도록 권고하는데, 이는 적절한 재원을 얻는 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법화할 필요도 있다. 

정신건강증진 정책은 적극적 정신건강에 대한 명확한 개념, 욕구사정,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적에 

기반한 정책이다(16장 참고).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증진 정책도 지속적으로 재수정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NGO, 지역사회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공개회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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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모든 영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핵심가치가 지역사회 주도와 임파워먼트 

접근인 경우, 정책 입안자와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정신건강은 사람들이 하는 일상생활 

(많은 정책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과 관련된 지극히 사적인 사안이므로 정책을 입안할 때 침묵하고 있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공평이다. 이전 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사회적 불공평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가장 악화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Fryers, Melzer & Jenkins, 2003; Wilkinson, 1996). 

건강의 변화가 사회적 지위, 절대적·상대적 박탈감, 통제력, 사회참여 등과 같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새로운 연구도 있는데, 이는 가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된다(Marmot, 2003). 이는 복지철학과 경제철학과 

같은 국가의 사안을 포함하는 구조적-정치적 수준에서, 그리고 공적 서비스와 조직의 일상적 절차에 대한 미시적 

수준에서, 모든 집단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는 이민자와 토착민이 

현지인화 된 경우가 많아 상당히 다문화적이다. 많은 국가에는 생활 스트레스가 많고 소외되거나 취약한 계층이 

있다.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오타와 헌장에서 놓친 문화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억압받고 

소외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떤 사회에서든 정신질환자가 가장 소외되고 

낙인찍힌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건강에 대해 덜 병리적인 접근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정책을 

입안할 때 정신건강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지지적인 환경 

건강증진에서는 사람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서의 건강을 특히 강조한다. 환경보건 전략은 모든 보건정책의 

표준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환경보건의 범위가 수질이나 대기오염과 같은 “벌레와 먼지”로 제한될 때가 많으며, 

사회와 거시적 환경, 그리고 그것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인간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많은 부분은 계획되어 있는데 그중 다수는 사람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구조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이웃과의 협력, 그리고 일상적인 사회적 접촉을 촉진하거나 

차단한다. 같은 방식으로 직장도 고유의 조직구조와 문화가 있어서 직원이나 조합 또는 이해집단에서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변화되기 어렵다. 정신건강증진 관점에서는 '닛산방식(Nissan Way)'과 같은 ‘사회적 책임 조직 운동

(the Movement for Socially Responsible Organizations)’, 또는 노동자 민주주의와 같은 개념을 지지하여, 권력 

구조상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철학은 크게 보자면 지역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람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은 정신건강 발달의 결정요인이 되므로 신체 건강증진보다는 정신건강증진에 더 

중요하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가족과 사회정치적 환경간의 상호작용이다. 대체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중요하고 그로 인한 영향력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이 되어 유전적 영향보다 더 강력하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한다. 유전적으로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학대를 당한 유아나 아동은 나중에 이를 인지하고 치유할 때까지 그 

상처가 남아 이후의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학대는 경제, 생활 및 여러 스트레스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가족의 구조나 기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초기 경험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여러 학자들이 지지적인 환경과 개인의 회복탄력성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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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는 지지적 환경에서 개인과 집단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Joubert & Raeburn, 

1998).

안전하고 청결하며 잘 설계된 환경이 정신건강증진에 중요하지만, 이러한 환경과 사람 간 상호작용의 본질과 

이러한 환경이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 또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도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고려되는 장소로는 학교, 직장, 가정, 레크리에이션 

시설,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교도소, 고아원, 난민촌, 기타 조직과 공동체 전체가 있다(8장 참고). 각 

장소에는 심리 사회적 측면이 있어서, 예컨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정신건강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장소”는 정신건강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생태적 또는 환경적 적소로서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장소라는 개념에 내포된 좁은 의미의 환경이 정신건강증진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개념인 물리적, 사회정치적 환경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환경요인을 인지해야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요소를 변화시키기 위한 개입방법을 발전시켜야 

하며, 과정과 활동의 성과와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Catalano & Dooley, 1980).

 지역사회 활동 

우리는 이 장의 앞부분에서 지역사회가 정신건강증진 전략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주장했었다. 

지역사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전통적인 지리적 개념을 견지하되 지역에 얽매이지 않는 여러 

다른 종류의 지역사회도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다만, 정신건강에서는 장소로서의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이러한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장소와의 관계도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논의와 

연관성이 높다고 본다(Raeburn, 2001).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역사회는 중간수준의 생태적, 사회적 실체로서, 개인이나 가족 혹은 친구 등의 미시적 

지지집단과 정책과 환경이라는 거시적 수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는 ‘위로는’ 거시적인 정치적 

수준과 바로 연결될 수 있으며, ‘아래로는’ 친숙한 일상생활의 요소와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우리는 적절한 자원과 

조직을 갖춘 지역사회가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여서 심지어 가장 소외되고 분리된 사람도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 

본다(Chavis & Pretty, 1999; Sarason, 1974, 1986). 맥밀란과 차비스(McMillan & Chavis1986, p. 1)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구성원이 느끼는 소속감이며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집단 내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느낌, 

그리고 구성원의 욕구가 공동체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신뢰”라고 정의한다. 다른 실존주의 학자들도 인간간의 관계, 

지지, 그리고 함께하려는 열망과 같은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며 정신건강의 핵심이라고 

동의한다. 학자나 정치인들의 견해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핵심 과정과 구조는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하며, 사회적 

자본은 인간이 사회에서 보람 있고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혈액과 같은 사회적 유대, 제도, 사회활동을 

말한다(예: Grootaert & van Bastelaer, 2001; 6장 및 10장 참고). 지역사회는 사회에 참여하는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 참여한다는 것은 임파워먼트나 통제감을 형성하는 주요 수단이므로, 정신건강증진 전략에서는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Lord & Farlow, 1990; Marmot, 2003; Rissel, 1994).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건강증진은 초기의 다양한 사회운동과 관련되어 있다(Driscoll, 1998; Minkler, 1990).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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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개발과 임파워먼트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이 두 개념은 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은 많은 경우 국민이 스스로 결정한 활동과 욕구 평가에 기반을 

둔다. 이처럼 자기가 결정한 지역사회의 활동은 매우 “건강한”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과 활동에 

보다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된다. 실제로 1989년 월드워치(Worldwatch)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자기결정에 따른 

풀뿌리 집단은 세계의 번영과 생태계를 위한 최고의 희망이다’라면서 ‘아마도 우리 시대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발전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Durning, 1989).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소수집단의 인권과 임파워먼트와 관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노예를 해방하고 여성, 아프리카계 미국인, 

동성애자, 장애인, 정신건강 소비자 및 여러 사람이 함께 인권이나 임파워먼트 관련 활동을 했다(Minkler, 1990). 

일부 국가에서는 토착민이 스스로에게 좋은 영향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정신건강증진의 

개념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오타와 헌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WHO, 1986, p. 3):

건강증진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더 좋은 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임파워먼트, 주인의식, 자신의 노력과 

운명에 대한 통제감이 중요하다. 

지역사회개발은 기존에 있던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자조와 상호 지지를 향상시키며, 

건강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공공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건강에 대해 배우고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Box 17.1은 지역사회 주도 방식인 PEOPLE 시스템을 통합한 계획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델은 유용 

하면서도 간단하다.

Box 17.1  지역사회 주도 방식: PEOPLE 시스템

PEOPLE(Planning and Evaluation of People-Led Endeavours) 시스템(Raeburn, 1992)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정신건강증진 프로

젝트를 계획하고 조직하며 평가하는 간단한 7단계의 접근 방법이다. 이 시스템은 앞서 논의했던 지역사회나 사람들의 주인의식과 통제

권이라는 개념을 상당 부분 포함하였다.

PEOPLE 시스템의 7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목적과 

가치 서술

5
활동

3
목표설정

7
정기적인

성과 평가

2
욕구평가

6
검토

4
조직/

자원조정

모든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초기에는 관심집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 대략

적으로 논의한다. 다음에는 설문, 포커스 집단을 통해 관심집단이 원하는 것, 욕구, 활동의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는 과정을 갖는다. 다음에는 관심집단에서 바라는 것을 정해진 기간(대체로 12개월) 안에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되, 

활용 가능한 자원과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직유형 등을 고려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착수하되, 각 목표

별로 책임자를 두고 관련된 여러 분야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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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목표의 책임자들은 집단 내에서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애로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집단에서 해결책

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의도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 진행 사항 전체를 평가하기도 한다. 

지속적으로 재검토해서 욕구, 목표, 활동을 수정할 수 있다. 목표는 단지 최후 수단으로만 수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지막 아이디어” 

로 인해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PEOPLE 시스템은 문화와 지역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하여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뉴질랜드의 도시와 시

골 모두에서 활용된 것으로 보아 여러 문화에서도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는 훈련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지역사회 세팅에 적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PEOPLE 시스템에 익숙한 촉진자가 POI(People-Led 

Endeavours)에 이를 소개하고 시간에 따라 모든 단계를 차근차근 거치는 것이다(전형적인 포괄적 지역사회 프로젝트는 이 모든 단계를 

밟는 데 1~2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런 다음 집단을 완전히 독립하도록 지원하고 조직접근 방식으로 시스템의 과정을 계속한다. 이처럼 

PEOPLE 시스템은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어떤 지역사회 단체는 지역사회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30년 동안 

이 시스템을 활용했다.

PEOPLE 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Raeburn(1992)와 Raeburn, Rootman(199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기술 

개인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행동전략은 1970년대에 건강증진이 주로 개인의 행동이나 생활방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과 비슷하다. 캐나다의 Lalonde 보고서(Laonde, 1974)에서 처음 소개된 생활방식에 대한 관점은 

그 자체로 새로운 개념이었다. Lalonde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에는, 오늘날 ‘건강증진’이라고 설명하는 대부분이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식(당시에는 ‘건강교육’으로 이해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생활방식으로 인해 

행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행동심리학 기술을 대규모 사업에 적용하였다. Lalonde의 생활방식은 건강상태와 

연관된 특정행동(예: 흡연, 식사, 운동, 운전) 전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생활방식을 환경적 요인과 특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건강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생활방식의 요소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책임을 물어, 잘못된 생활방식이 “개인이 잘못해서이다”라는 태도를 장려한다고 

비난받았다. 이는 이후에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결정요인 접근법이 등장하면서 퇴색되었다.

개인의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행동전략은 그 이전에 좀 더 개인에게 접근했던 것에 대한 절충안이었다. 개인기술 

행동전략은 지역사회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전략과 구분되는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타와 헌장이 채택되기 전 오랜 기간 건강증진과 건강교육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었다. 이 토론이 진행되던 당시 주요 국제기구인 IUHPE(International Union for Health Promotion and 

Education)에서는 기관명처럼 건강증진과 건강교육이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활동 영역이라고 

결론지었다.

WHO에서는 건강교육을 미리 정해진 건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동을 바꾸려고 의도하는 학습의 

기회라고 정의하였다. 건강교육은 개인의 삶과 선택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대해 이해하고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Seedhouse, 1997). 건강교육의 범위는 넓다. 건강교육은 건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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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알려주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도, 혹은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건강과 

관련된 이슈를 가르쳐주는 곳에서는 건강 지침서를 참고할 수도 있다. 또한 건강교육에서 상호 간의 활동을 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정신건강증진 중 개인의 기술개발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많은 부분은 '생활 기술 훈련'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일차예방”으로도 불리며 악화될 위험이 있는 것을 악화되지 않게 잘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연구에서 생활 기술향상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Pransky, 

1991). 생활 기술을 위한 활동은 대부분 소집단 속에서 이루어기 때문에(지역사회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다른), ‘개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인식된다. 생활 기술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교육적인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소집단 내에서의 역동과 사회적 

지지를 강조하며, 하향식 진행보다는 임파워먼트를 강조하고 있다. 건강증진을 위한 Canadian Achieving Health 

for All의 특징인 자조와 상호원조도 역시 개인의 기술 영역 범주에 속한다.

개인기술 측면의 정신건강증진 전략에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관리의 개념도 포함된다(Pelletier & Lutz, 1991; 

Sarafino, 1998).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회복탄력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회복탄력성은 삶의 역경으로부터 배우고 대처하며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Kulig & Hansen, 

1996; 3장 참고). 스트레스는 삶 속의 고통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일이다(Sarafino, 1998). 대부분의 스트레스 

관리과정은 개인이나 소집단 수준에서 이루어지므로 개인의 기술 범주에 속한다. 이와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구조적이며 정치적이거나 직장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는 개인 수준보다는 오타와 

헌장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수준과의 연관성이 더 크다.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증진 영역에서 잘 다루지 않는 

개념이나, 개인적 수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이를 넘어 중간적·거시적으로도 고려해야 할 개념이다.

 보건 서비스 방향의 재설정 

1974년 Lalonde 보고서는 건강영역에서 보건 서비스와 의료적 치료를 통해 정부가 공적 비용을 부담하는 전통적 

방식은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의견이었다. 

오타와 헌장은 의료개념이나 보건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의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Lalonde 보고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라는 생각으로 의료전문가와 보건 전문가의 권한을 

사람들에게 돌리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건 서비스는 건강증진을 위한 강력한 자원이기는 하지만, 증상 

치료라는 협의의 접근보다는 전인적인 생심리 사회적 접근, 더 나아가 적극적 건강증진으로 확장될 때에야 비로소 

강력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치료라는 전통적인 보건 서비스에 적어도 건강증진의 일부를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Rowling, 2002), 이런 방식으로 보면 건강증진이 치료를 보완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상이한 모델과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둘 사이의 간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의료적 치료모델과 건강증진모델 간의 차이는 '실증주의' 방식과 '포스터모던' 방식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차이와도 

어느 정도 일치된다. 실증주의 패러다임에서는 무작위대조군실험연구, “위험”분석 등으로부터의 분명한 사실(다소 

폭넓은 사회적 결정요인은 무작위대조군실험연구로 다룰 수 없다.), 그리고 국가정책에서 하향식의 전문가 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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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경향을 선호한다. 반면 건강증진/신 보건정책 패러다임은 대체로 지역사회와 개인이 주도하는 상향식의 

생태적 틀 안에서 좀 더 융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선호하고, 통계적 정보보다 질적인 정보를 가치 있게 여기며, 

참여실행연구(Reason & Bradbury, 2001)와 질적 연구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Denzin & Lincoln, 1994). 우리는 

오타와 헌장의 철학과 세계관을 표현하기 위해 '신 공중 보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결정요인이라는 관점과 건강에서의 평등을 추구하는 역량강화접근이 결합된 것이다. 두 접근법 모두 중요하고 

상호보완적이며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큰 가치를 지닌다.

 결론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은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이고 비병리적인 접근에 기반하며, 이러한 접근은 강점과 

회복탄력성 구축에 초점을 둔다. 오타와 헌장은 전 국민의 관점에서 정신건강증진 전략을 살펴보는 출발점이 된다. 

이 헌장의 비전은 신 공중 보건이며, 위험요인을 줄이고 결핍에 치중하여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오타와 헌장의 

다섯 가지 행동전략은 정신건강증진 전략 수립 시 활용가능한 점검표가 된다.

정신건강증진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대규모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걸음마 단계에 있다. 그러나 이 

장의 도입부에서 언급하였듯이 건강증진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에 대해 기대하는 방식에 가깝다.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인구 수준에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임파워하고, 국민의 안녕과 삶의 질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에게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좋은 

정신건강은 우리가 지닌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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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janikant Arole, Beth Fuller, Peter Deutschmann

 서론 

수십 년 동안 인도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의 400개가 넘는 마을에서는, 지역사회개발 원칙에 기반하여 

포괄적 일차의료를 적용하는 잠케드(Jamkhed)의 종합농촌보건프로그램(CRHP)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켰다. 이 프로그램이 정신건강증진을 주된 목표로 삼지는 않았지만, 지역사회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정신건강이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의 전략에 지역사회개발을 

포함하면 매우 강력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지역사회개발의 개념을 설명하고 빈곤과 불평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여, 마을환경 중 정신적 불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잠케드의 

지역사회개발 과정을 검토하여 적극적 정신건강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사루바이(Sarubai)라는 여성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마을 내 보건인력의 중요성도 생각해 볼 것이다.

지역사회개발은 사람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이른바 풀뿌리 방식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안녕을 도모하는데, 특히 빈곤층과 소외 계층을 집중적으로 고려한다.

지역사회개발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보에 입각하여 선택하게 하고, 지역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공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며 단체행동을 하도록 한다. 이는 기존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역량을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보다 책임을 느끼고 정보를 얻어 무지를 줄이며 사회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한다. 지역사회개발의 중요한 특징은 개발을 위한 노력과 과정에서 

참여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Frank & Smith, 1999; Poussard, personal communication, 2003).

지역사회개발이 잠케드 인근 마을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의 여러 장에서 설명한 

정신적 불건강의 요소를 고려해 보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에는 낮은 자존감, 학습된 무력감, 불안한 

치안, 생활사건, 사회적 고립, 스트레스, 실업, 좌절된 열망, 재정적 어려움과 경제적 박탈감, 낮은 사회적 지위,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부족, 낮은 교육 수준, 여성, 고령 등이 포함된다(Mckenzie, 2000; Mumford et al., 1997; 

NIMH, 1995; OECD, 2001; Patel et al., 1999; Perry, 1996; WHO, 1990). 잠케드 주변 마을에서는 이러한 

모든 요인이 발견되었다. Desjarlais와 동료학자들(1995)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를 세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는 스트레스와 결합되어 행동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그림 18.1). 인도 마을의 정신적 

불건강도 마찬가지였다.

 마을에서의 일상이 정신적 안녕에 주는 영향 

가난한 인도 마을의 일상에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다. 그러한 여러 요소 중 일부에 대해 설명해 

보려 한다.

빈곤과 취약성은 대다수 마을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 만성 및 급성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Chapter 18.  정신건강증진 전략으로서의 지역사회개발:
                  인도시골마을에서 얻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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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어머니는 배고픈 자녀를 보고도 어찌하지 못한다. 한 아버지는 딸의 지참금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걱정한다. 어느 농부는 정부가 자신의 땅을 불법적으로 수용하여 도로를 만들려는 시도를 막지 못하고,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도, 심지어 글을 읽을 능력도 없다. 어느 일용직 노동자는 일이 있는 

날에만 돈을 번다. 가뭄으로 농사를 망쳤다. 남편이 일자리를 얻으러 도시로 떠난 후 부인만 남아 자녀들과 함께 

근근이 버티고 있다. 건강의 취약성이 일상적이고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어느 여성은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갈 차비도, 약을 살 경제력도 없다. 결핵이나 HIV/AIDS 환자의 부인은 남편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도 이어나가야 한다. 인플루엔자로 인해 아버지가 일을 하지 못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림 18.1 문제의 중첩

높은 실업률

빈곤

제한된 교육

스트레스 많은 직장 환경

성차별

악화된 환경

건강 문제

심장병

우울증

스트레스 관련 질환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는 행동

사회 병리

폭력

여성 폭력

아동 폭력

물 등의 기본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운 것도 지역사회의 큰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뭄이 들기 

쉬운 지역에서는 물 부족이 만성화되어 매일 물을 얻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즉, 가족을 위해 충분한 물을 얻으려고 

하루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때론 물이 모든 사람에게 분배되기 전에 바닥나서, 수도 앞에 줄을 설 때 

이웃과 다투기도 한다. 여자아이들은 물을 얻기 위해 우물 벽을 타고 6미터 아래로 내려가 바닥에 남은 더러운 물을 

담아 오기도 한다. 누군가 우물에 떨어져 죽을 때마다 온 마을은 상심하고 슬픔에 빠진다.

인도에서는 늘 성차별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태내에서부터 시작되어 일평생 지속된다. 남성은 결혼할 때 

부인의 지참금을 수입으로 가져오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양하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지만, 여성은 

부모에게 지참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지워주고(부모는 수 년 동안 지참금으로 인한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결혼과 함께 떠나기 때문에 부모의 노년을 지킬 수도 없다. 그래서 여성은 출생과 동시에 스트레스와 분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도에서는 아직도 영유아 살해가 흔하고, 여아에 대한 차별이 일반적이어서, 영양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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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나 사회성 발달의 기회부족,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진다. 카스트 제도나 혈통에 따른 차별도 마을을 힘들게 

한다. “낮은 카스트 계급”의 사람들은 차별을 받아, 학교나 우물 등의 편의시설을 사용하기 어렵다. 여성이나 낮은 

카스트 계급 사람들 모두, 매 시간 자신이 열등하고 집에서 키우는 가축과 같은 존재라고 각인되어, 막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여성이거나 카스트 계급이 낮은 사람이 가난하기까지 하다면 차별이 가중된다. 

인도의 빈곤가정에서는 대개 하찮은 일에서 시작된 가정 폭력이 빈번하다. 예를 들어 아내가 제 때 음식을 차리지 

않거나, 고기에 간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기를 울렸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이 시작된다. 폭력은 대개 신체에 

가해지지만, 심리적, 사회적인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카스트 계급이 높은 사람은 카스트 계급이 낮은 

한 사람이 사소한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그 계급 전체를 벌하기도 한다. 카스트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마을의 

부유한 지주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카스트 계급이 낮은 여성들은 표적이 되어 

성적으로 유린당하기도 한다. 여성들은 물이나 땔감을 구하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동안 계속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린다. 자신의 낮은 지위가 내재화되어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가하는 또 다른 

폭력을 낳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시어머니는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가한다.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으로 폭력이 더욱 악화되어 정신건강이나 가족의 행복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

사춘기 소녀에 대한 압력은 매우 심각하다. 생물학적, 지적, 정서적 변화의 시기에 지원을 받기는 커녕, 이 시기의 

여아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분노의 대상이 되곤 한다. 딸을 결혼시켜야 하는 

부모에게는 이러한 압박이 배가 되는데, 지참금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임신, 출산, 질병(남편은 부인의 집에서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기를 기대하기도 한다)으로 인한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여성들은 소외되기 쉽고 특히 마을에서 여아들의 친교를 장려하지 않는다면 더 소외된다. 소녀들은 

대부분 전환기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어린아이였던 여아는 생리를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어른이 되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성적 윤리성에 대한 부담도 전적으로 여아나 여성에게 있으며, 사회적 관습을 준수하고 가족의 명예를 수호하라는 

압력도 크다. 남성이 혼전이나 혼외 성관계를 가지면 혈기 있다는 증거로서 혹은 남성의 권리로서 인정된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의 접근을 거절하지 않으면 맞거나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결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결혼 적령기의 여성은 항상 과잉보호를 받는다. 심지어 처녀성을 신뢰할 수 없어 

화장실도 혼자가게 하지 않는다. 혼전 임신에 대한 거의 병적인 두려움으로 여성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결정권이 

저해된다. 성에 관한 끊임없는 부정적 담론으로 비정상적인 관점을 만들어내어 심지어 여성이 “합법적인” 관계에서 

성경험을 갖는 것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은 마을 환경에서는 정신적 불건강을 정신건강 서비스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마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사회 경제적인 맥락과 문화적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잠케드 지역의 지역사회개발 과정 

종합농촌보건프로그램(CRHP)은 일차의료와 지역사회개발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이 접근법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와 건강에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강조한다. CRHP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을에 적용할 때,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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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을의 지배적인 문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것이다. 여성이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는 남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CRHP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시작하였다. 지역사회개발에서는 마을주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잠케드 지역에는 농업, 농장, 가축, 고용과 관련된 농민조합이 있었다. 이들은 더 많은 곡물을 수확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물을 구하는 등의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거나 추수시기에 서로 도왔다. 함께 일하면서 

임파워되고 집단의 지원을 받아 개인적인 어려움이 감소되면서 점차 마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건강과 관련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농민조합이나 마을에 있는 다른 조직에서는 CRHP에서 훈련을 받아 

의료진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여성들을 선발하였다. 이 여성들은 아동의 몸무게를 재고, 출산을 돕고, 

혈액표본을 추출하고, 한센병이나 결핵 진단 등의 건강정보와 관련 기술을 배웠다. 또한 이들은 소득 창출, 소액의 

대출 관리, 지역사회 활동 동원, 건강 교육 제공, 지역사회 집단의 활성화 등과 같은 프로그램 기술도 배웠다. 또한 

여성으로서 역할이나 자존감,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와 차별이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함께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사람들의 무지를 악용하는 미신적인 관습에 대하여 배우고, 유익한 약초와 약을 찾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다. 

의료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의 활동으로 마을마다 Mahila Mandals라는 여성 클럽이 만들어졌다. 초기에는 

여성들이 함께 모여 공통된 관심사인 소득 창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CRHP에서 배웠던 이슈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다. 이 여성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농민조합과 Mahila Mandals는 사람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다. 또한 이들은 CRHP 직원과 함께, 설문지나 다양한 참여 방법을 통하여 질병과 장애 등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정보를 게시하여 마을에서 농업, 물, 환경, 교육, 건강에 대해 토론하도록 

유도하였다. 의료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은 아동의 체중, 임산부의 혈압, 결핵, 한센병 등과 같은 마을의 건강 

기록을 지속하고 보관하였다. 지역사회가 마을에서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서, 지참금이나 조혼, 차별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열심히 참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가 발전되면서 전체 마을의 사회적 자본이 강화되었다(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는 6장 참조).

지역사회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직접 분석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CRHP 

직원들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촉진한다. 그들은 경제적, 사회적, 건강, 농업과 관련된 욕구, 그리고 권력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자신들이 확인한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해결 방안을 계획하여 기여할 수 있는 

곳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외부의 도움으로 훈련받아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는 이 

과정에 대해 모니터 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 여성들이 소액대출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모여 논의하면서 의사결정이 투명해지고 부패가 감소되었다. 또한 

전체 지역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향상되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면서 넓은 의미에서의 정신적 안녕과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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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에서는 뿌리 깊은 계급간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카스트계급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를 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 의료진 역할을 하는 여성들은 혈액검사와 X-ray를 통해 

카스트 계급이 달라도 혈액색이 같고 심장 크기도 동일함을 보여주었다. 훈련을 받기 위해 합숙하는 동안, 카스트 

계급이 다른 여성들과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같은 이불을 덮으며 목욕 시설을 공유하였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물리적 접촉이 매우 새로운 경험이었고 이는 카스트 제도로 인한 편견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카스트 계급이 낮은 사람은 카스트 계급이 높은 사람과 한 곳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CRHP에서는 

“카스트 계급이 높은 사람이 오지 않는” 지역에 수맥을 찾아 그 곳에 파이프 펌프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카스트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물이 있는 지역으로 찾아오게 해서, 적은 권력이나마 카스트 계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이동되도록 했다. 또한 카스트 계급이 다르면 같은 장소에서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했다. 

가뭄 중에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 주방을 설치했을 때, CRHP에서는 모든 아동들에게 

음식 재료를 조금씩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는 카스트 계급이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 재료를 한 솥에서 요리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카스트계급이 높은 부모는 음식을 먹으려고 줄 서 있는 자녀를 끌어내기도 했지만 결국 아이는 

배가 고파서 다시 집단 내로 돌아오곤 하였다. 

 잠케드 지역의 지역사회개발이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

지역사회개발 사업이 진행된 마을에서는 앞서 설명한 스트레스의 원인 중 많은 부분이 그림 18.2에서 보듯 크게 

감소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다음의 여러 문헌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다: Cullen & Whiteford 2001, Canadian 

Mental Health Association 2003, WHO 1999) 

여성과 아동의 건강증진, 질병의 감소, 합병증 없는 임신, 영양 개선, 청결해진 환경 등은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하였다. CRHP의 지원을 받아 의료진의 역할을 하는 여성들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감소되었다. 이로 인해 가족계획이 이루어져 가구 당 자녀수가 두세 명으로 감소되었다. 가족 구성원의 수가 줄면서 

대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도 덜었다. 여성의 소득이 창출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 독립성을 갖게 되어 남편과 

평등한 지위를 갖고 가족계획 수립 등의 가족 내 의사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지역사회 내의 화합도 이루어졌다.

지역사회개발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신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생활에 영향을 주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이를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임파워되었다. 이러한 임파워먼트는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지역사회 관계망으로 인해 고립이 감소되고 사회적 지지감이 높아진다. 또 기술을 습득하여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된다. 재정적으로 자립하여 마을 내에서 존중받게 되고 취약성이 적어져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더 넓은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볼 수 있는 인식, 정보, 기술을 갖게 되어 

사회적으로 임파워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요소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여성이 일찍 결혼을 하는 이유나 지참금 제도가 지속되는 이유 등 여러 부정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존경, 공유, 연민, 이웃 돌보기 등과 같은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CRHP의 지역사회개발 과정에서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건강을 강조하고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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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건

강

  사회적 관계와 지지

  사회적 자본

  위기 시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효과적인 대처기술

  주거 개선, 보건의료 및 교육

  경제발전

  건강, 합병증 없는 임신, 영양, 청결한 환경

  여성의 경제적 자립 → 여성의 자립 증가 → 가족계획을 포함한 여성의 의사결정 기회 신장

  물 → 지역사회 불화와 여성의 부담 감소

  임파워먼트: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게 됨

  보다 높은 가치 추구, 취약한 사람들에게 공감

    여성 임파워먼트 → 많은 소녀들이 학교에 가게 되어 부정적인 청소년기의 경험과 관련된 

문제 감소, 가정폭력 감소

  청소년기 소녀 집단 → 사회화, 교육, 임파워먼트, 자아존중감 향상의 기회 

  소외계층의 평등과 기회

감소

  알코올 남용과 폭력

  카스트로 인한 차별

    임신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 → 보다 나은 가족계획 → 대가족 부양  

부담으로부터의 해방

  부패와 범죄

  사회 내 불평등

  사회적 고립

그림 18.2 지역사회개발과 마을의 정신건강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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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했다. 의료진의 역할을 하는 여성을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절반 정도는 자신이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논했다.

잠케드 지역의 지역사회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태도가 변화되면서 여성과 아동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 즉, 

남성은 여성이 하는 일의 가치를 알게 되어 이들을 존중하게 되었고, 여성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면서 임파워되었으며, 여아는 학교에 가도록 격려 받았다. 또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때나 추수하는 동안 

아이들을 맡기는 등 개별 요구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여성들은 소득을 올리고 이를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성차별 시 대응하는 능력이 생겨났다. 결과적으로 가족 간 관계가 향상되고, 남편의 폭력도 

감소되었다. 여성은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여아의 영양이나 교육에 대해서도 신경 쓰게 되었다. 많은 여아들이 

더 오랜 기간 학교에 다니고 기술 교육을 받거나 돈을 벌게 되며 조혼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춘기 소녀들이 취약하고 특수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들을 위한 집단을 만들었다. 여아들을 위한 

사회화나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이들의 역할, 지위에 대해 임파워되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들의 권리와 

요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카스트 제도로 인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CRHP의 중요한 성과였으며 

정신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계급간의 차별과 민족 간의 폭력이 만연했지만 잠케드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이 사라졌다. 돈은 사람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여서, 지역사회개발을 통해 

카스트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경제적 계층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고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존중감도 높아졌다. 여성도 돈을 벌면서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카스트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이 모여 함께 일하며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지역사회가 화합되어 불평등한 관행이 

개선되었다.

여성 집단에서는 술이나 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남성이 곡물을 가져다 팔아 술을 

사고, 술에 취했을 때 부인이나 자녀를 폭행하는 일이 흔했다. 폭력으로 인해 두려움과 죄책감, 슬픔, 불안이 

조성되었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신뢰가 무너졌다. 여성 집단에서는 곡식이나 중요한 물건을 보관해주고 남편이 

폭력을 행할 때 숨을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서로를 보호해 주었다. 농민조합과 의료진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술로 인한 비용부담, 폭력에 대해 지역사회에 이야기했고, 지역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구하였다. 폭력이나 가족원의 죽음, 기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였을 때, 여성 집단이 위기에 

개입하여 돕고 이를 통해 우울증이나 불안을 예방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개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형평성이었다. 이는 가장 소외된 계층의 임파워먼트를 중시했음을 의미한다. 

그 한 예가 숲 가꾸기 프로그램이다. 열 명이 한 조로 일을 했는데 각 조는 남녀 동수로 구성하되, 열 명 중 한 명은 

장애인이나 노숙인, 학교 중퇴자, 노인 등 소외계층 사람으로 구성했다.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이 

육체노동을 할 수 없다면, 물을 가져다주거나 일하는 동안 보모 역할을 하도록 했다. 임금은 10명이 나누어 가졌다. 

또한 여아를 위한 소득창출기술 훈련에서도 가장 취약한 상황의 여아에게 기회를 먼저 주었다. 가장 취약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임파워되어, 당사자와 가족의 스트레스가 줄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로 하여금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안녕감을 갖게 하였다. 

잠케드 마을에서는 임파워먼트가 확장되어 자신의 필요를 넘어 위기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필요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1993년 큰 지진이 발생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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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다. 잠케드 지역의 여러 마을에서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지진지역의 생존자들을 

도왔다. 도시의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심리적으로 외상을 입은 사람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상담을 제공하였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10명이 한 조를 이루도록 하여 서로 다른 마을에 흩어져 약 2주간 

머무르면서, 집안일을 돕거나 슬픔을 표현하고 정서적 외상을 잘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의류나 음식을 

기증하는 다른 지원에 비하여, 잠케드 마을의 주민들이 제공한 심리적 지원은 특별했다.

 결론 

공중 보건 정책 입안자들과 실무자들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정신적 불건강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너무 크다. 인도 잠케드 지역에서 포괄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지역사회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에서 얻은 교훈은 정신적 불건강과 관련된 만연한 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프로그램이 성공한 핵심 요소는 빈곤, 불평등, 성차별, 가정폭력이 시골 마을의 정신적 

불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취약한 여성에 초점을 두고 이들을 임파워하여 

마을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지역사회가 예방접종이나 영양과 

같은 전형적인 보건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지역사회에서 물, 농업과 같은 문제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임파워먼트와 자기결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미래가 자신들 손에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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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elope Hawe, Laura Ghali, Therese Riley

 서론 

우리는 여전히 일반 건강증진 분야, 특히 정신건강증진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20~3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얻은 유산으로 이제는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유용한 증거를 많이 

축적하였으며, 이 책의 2부에서는 정신건강증진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일회성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되는 내용을 다룬다.

우리는 건강증진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프로그램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살펴 볼 것이다. 이 

분야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논점을 고찰하여 

실무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는 대부분의 사례는 정신건강증진 분야보다는 확실히 더 자리를 잡은 건강증진 분야의 사례이다. 

심장건강, 담배규제, 예방접종과 같은 분야가 더 오랫동안 발전되어 왔으며, 지속가능성을 연구해 왔다. 정신건강 

증진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사업이므로 이미 발전된 건강증진 분야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지속가능성이란 무엇인가? 

건강증진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이란 여전히 모호한 용어이다. 대부분의 정의에는 연속성이라는 일반적 개념을 

언급하고 있으며(Health Communication Unit, 2001), 지속가능성은 효과의 지속성, 장기적 실행가능성 또는 

장기적 유지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O’Loughlin et al., 1998). 

그러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여러 정의에서 효과의 지속가능성과 노력의 지속가능성이 혼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예: Jacson et al., 2004). 이 차이는 중요하다.

효과의 지속가능성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원래 표적집단에서 나타난 처음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즉, 관심행동이 개입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지” 여부이다(Green, 1977; Hawe, Degeling & Hall, 

1990). 또한 본드(Bond)와 동료 학자들이 학교에서 환영받고 사회적으로 응집력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개입한 

연구에서 입증한 바와 같이, 효과의 지속가능성은 동일한 통계인자를 지닌 집단에서 그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보는 

것일 수도 있다. 본드의 연구에서는 개입대상이었던 학생들의 흡연, 알코올과 약물 사용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후에도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이러한 효과가 지속적으로 분명히 나타났다(Bond et al., 

2004a, 2004b).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사라지거나, 동일한 통계인자를 지닌 집단에 그 혜택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많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지침이 되는 이론이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복잡한 환경에 적용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자주 실수하는 것은 개인 수준에 적용하는 이론으로 지역사회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거나

(Hawe, 1994), 변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간수준의 사회적 맥락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Perry, 

Baranowski & Parcel, 1990). 게다가 모집단의 다른 변화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없앨 수 있고” 효과를 식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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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계하며 성과를 달성하는 데, 효과의 지속성과 효과 

전달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비평가에서라도 이를 다루어야 한다(e.g. Green & Kreuter, 

1999; Hawe, Degeling & Hall, 1990; Windsor et al., 1994).

프로그램 효과가 감소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프로그램을 위한 노력이 “흐지부지” 되어서 일수도 있다. 

지속가능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자원, 전략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지속되는지의 여부이다. 이는 “반응”

의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자극”의 지속가능성이다. 우리는 자극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왜냐하면 효과의 

지속성과 전달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일단 효과가 지속되려면 어떻게 장기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력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조직이나 지역사회 

맥락에서 프로그램의 복잡성을 현상 그 자체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이란 어떤 프로그램이 초기 시범사업이나 기금사업 단계를 지나서도 지속적으로 

건강이나 유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개입의 잠재성이라고 생각한다. 제한된 자원으로 혜택을 주려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그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의함으로써 우리는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건강증진에서의 

일반적 역량강화와 연결시키고(Hawe et al., 1997), 생태학(Trickett & Birman, 1989)과 조직변화의 개념(Simnett, 

1995)에 그 토대를 둘 수 있다. 지속가능성을 초기의 자금지원이 중단된 후에도 프로그램이 지속되는지 여부로 좀 

더 단순하게 정의하기도 한다(Chinman, Imm & Wandersman, 2004). 그러나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프로그램이 

지속되는지 여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무엇이 프로그램을 지속가능하게 하는가?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굿맨과 스테클러(Goodman & 

Steckler, 1987)는 예산을 지원 받은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평가하고 추적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학자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살아남고”, “없어졌는지”를 예측하는 요인에 관심을 두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외부 지원금의 지속 여부는 주된 예측변수가 아니었다. 오히려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조직의 상급자 중  

“옹호자”가 있는지 즉, 의사를 결정하는 주요 회의에서 프로그램을 옹호해주는 사람의 존재 여부가 주요 요인이었다. 

이 역할은 프로그램 책임자의 역할과는 달랐다. 프로그램의 연속성에 대해 조사한 여러 연구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은 프로그램이 처음 만들어지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Shediac-Rizzkallah & Bone, 1998). 

쉐디악과 보네(Shediac-Rizzkallah & Bone, 1998)는 프로그램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개념화하였다. 

이들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요인을 3가지 영역으로 분류했다. 첫째, 프로젝트 설계와 시행 상의 요인, 둘째, 

프로그램 조직 내의 요인 셋째, 지역사회에서의 요인이다. 이 요소의 개념적 틀은 그림 19.1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은 

(대개 미국에서 작성된) 지역사회기반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관련 보고서와 국제개발 연구문헌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을 연구했기에 때문에, 기본적인 서비스 인프라 수준이 매우 다른 환경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비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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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1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주요 특징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존재한다. 

    소비자, 자금지원자 그리고 의사결정자가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다. 

    주관하는 조직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부터 실질적인 현물 지원을 제공한다. 

    추가 자금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 

    주관하는 조직이 “성숙한” 조직이다(안정적이고 자원이 풍부함).

    프로그램과 주관조직의 미션이 유사하다. 

    프로그램이 별도의 “단위”가 아니라 조직 안에 정책, 절차, 책임이 통합되어 있다. 

    조직의 상급자가(프로그램 책임자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을 옹호한다.

    프로그램을 중단했을 때 혜택을 얻게 될 “경쟁 관계의 제공자”가 거의 없다. 

    주관하는 조직이 혁신을 이루었던 경험이 있다. 

    프로그램의 가치와 미션이 지역사회와 조화롭다. 

    지역 내에서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타의 다른 조직에서 그 프로그램의 혁신성을 모방하고 있다. 

출처: Shediac-Rizzkallah & Bone, 1998

 프로그램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

프로그램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4가지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이론은 혁신의 확산이다(Orlandi 

et al., 1990). 이는 원래 로저스(Rogers, 1962)가 개발하고 콜베와 아이버슨(Kolbe & Iverson1981)이 정교화 

하였다. 이들은 조직이나 지역사회가 어떤 원칙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혁신이라고 

간주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 혁신, 즉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 

■ 주관하거나 수용하는 쪽의 사회문화적 가치체계의 호환이 가능한 경우

■ 융통성이 있거나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별화될” 수 있는 경우

■ 필요하다면 예전으로 돌아가기 쉬워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경우

■ 현재의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익이 있는 경우

■ 복잡한 혁신은 선택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간단한 경우

■ 비용 효과적인 경우로, 비용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인식되는 경우

■ 혁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위험이 최소인 경우

혁신이론을 활용하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벽을 예상하고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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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지속가능성에 대한 두 번째 이론은 조직 및 조직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굿맨과 스테클러는 조직 내에서 

프로그램이 “제도화” 되는 방식에 대해 독창적인 연구를 실시했다. 그들은 인(Yin, 1979)과 다른 학자들이 초기에 

제시한 공식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이 조직 내에 뿌리내리게 되는 두 가지 차원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차원은 

확장성이다. 이는 프로그램이 주관하는 조직의 체계 전반에 스며드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차원은 강도이다. 

이는 프로그램이 조직 내에 통합되는 깊이를 말한다. 프로그램이 조직 내에 뿌리를 내렸다는 징후는 프로그램 

직원이 더 이상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건 전문가, 사회복지사 혹은 조직 내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프로그램 기획과 예산 사용도 조직 내 다른 활동과 동일한 주기로 수행된다. 즉, 

프로그램이 외부의 자금 “지원에 영향 받지 않는다.” 또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직원이 주차장 옆 가건물이 아니라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비전과 목적이 조직의 비전과 미션에 

포함된다.

변화과정 이론, 구현 이론, 그리고 영역 이론(인간 서비스 조직이 비즈니스 조직과는 매우 다르다고 가정함)도 

조직개발 및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see Kouzes & Mico, 1979; Simnett, 1995).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분야에 근거가 되는 세 번째 이론은 지역사회 및 조직 차원의 역량 구축과 관련된다. 

하베와 동료학자들(Hawe, 1997, 1998)은 정신건강증진에 역량강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실무자가 

파트너와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미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학자들은 프로그램 기획자가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관련된 두 가지 목적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사를 

다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량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유지하며 문제 해결기술과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네 번째 이론은 지역사회 심리학에서의 생태이론이다. 생태이론에서는 지역조직의 역동과 지역사회 내의 인력, 

상황, 사건과 같은 핵심자원, 그리고 프로그램이 자원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초점을 둔다(Trickett & Birman, 

1989; Trickett, Kelly & Vincent, 1985).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에 대해 생태학적으로 사고할 때에는 자원의 순환, 상호의존, 적응, 연속성이라는 4가지 

핵심 이슈를 다룬다(Kelly, 1966; Trickett & Birman, 1989; Trickett et al., 1985). 자원의 순환은 건강전문가, 

기존의 개입, 자조 네트워크와 같은 자원이 지역사회에서 배분되는 방식과 체계 내에서 프로그램이 이러한 자원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상호의존은 기존 부처 간에 그리고 여러 요인 간에 이루어진 협업과 

프로그램이 체계 전반에 미치는 “도미노” 효과를 설명해준다. 적응은 지역의 규범, 가치 그리고 그 환경의 특징이 

프로그램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파괴하는 한편 또 다른 일부를 촉진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연속성은 이전에 

이루어진 혁신이 시간이 지나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프로그램의 형태와 의미가 달라지는 방식에 대해 

설명해준다. 

생태이론에서는 실무자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특정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은 그 프로그램을 기능하는 생태체계 내에 필수적인 요소로 만드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넘어서: “무엇”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생각의 진전 

그린(1987)은 굿맨과 스테클러의 초기 연구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받기 위해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요점은 어떤 프로그램이 제도화되거나 활용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남길 수도 있지만, 지속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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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인정받을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었다.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발전되어 상당히 달라졌을 

수도 있고, 직원의 기술, 조직의 미션, 일상의 변화, 예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유지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이제까지 프로그램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문자적이고 기술적인 

정의로서 분리된 실체라고 하였다. 문제 해결 능력이 지속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의 

특정 요소가 존재하거나 부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하였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 심장건강 프로그램(Minnesota 

Heart Health Programme)을 조사한 연구자들은 매년 실시하는 조사에서 연방정부의 기금지원이 중단된 이후에 

프로그램이 그 지역사회에 통합되었는지 평가했다. 이들은 조직의 구조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위해 

“제도화”와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지역사회에 전달되었거나 적용되었다는 의미로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Bracht et al., 1994). 이들은 프로그램 직원과 시민 자문위원에게 프로그램의 상태를 평가하도록 했는데, 그 

평가에서는 “지역의 공급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공급자가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았든 신규 재원을 찾고 있지는 않다.” 등 9가지 기준의 78개 항목을 포함하였다. 

이 조사로 다른 지역사회나 다른 영역(예를 들어 학교 프로그램과 병원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것)에서 프로그램의 

활용 정도를 비교할 수 있었다.

미네소타에서 브라흐트(Bracht)와 동료학자들이 프로그램의 통합에 대해 연구 한 이후, 다른 학자들도 기금 

지원이 중단된 후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연구 중 하나는 금연을 

위한 지역사회 개입 시도(Community Intervention Trial for Smoking Cessation) 즉 COMMIT라고 알려진 북미의 

대규모 흡연조절 개입에 대한 연구였다(Thompson et al., 2000). 이 연구에서는 “흡연조절활동”을 유지하는 것을 

“지속성”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조사했다. 조사응답자(지역언론, 보건, 교육, 지역사회기관의 주요 정보제공자)

로부터 응답을 얻기 위해,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지역사회의 이벤트(“금연하여 승리하기” 콘테스트와 같은)와 학교, 

병원 그리고 직장 프로그램이라는 여러 하위범주로 나누었다. 또한 흡연에 대한 지역사회 언론의 흡연활동과 

관심에 대한 평가도 포함했다. 점수를 매기는 방식(활동을 하지 않는다 또는 활동을 하고 있다)과 강도에 대한 순위 

정도는 유급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요인에 근거하였다.

COMMIT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연방정부의 기금지원이 중단된 다음해에 프로그램을 실시한 11개 

지역에서만 조사원들이 개입의 지속성을 평가한 것이다. 2년차에는 비교집단을 선정해서 다른 11개 지역도 조사를 

실시했다. 놀랍게도 비교대상지역의 흡연조절 활동도 활발해서 개입을 실시한 지역과 큰 차이가 없었다. 개입을 한 

지역과 개입을 하지 않은 비교대상지역 사이에는 담배조절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 금연 이벤트와 

청소년 흡연금지 활동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점은, 

비교대상이 되는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담배조절활동을 하는 것을 조사원이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가 실험 상황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비교 대상이 된 지역에서 담배조절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시메(Syme, 2003)의 연구결과를 

적용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시메는 다중 위험요소가 있는 심혈관질환에 개입(MRFIT)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시메는 건강문제에 대해서 환자가 “각성”하도록 하되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임파워먼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학에서 관리자들이 만든 엄격한 과정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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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고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한다. 시메의 가설은 미네소타, COMMIT 그리고 MRFIT의 개입과 같은 

시범사업의 결과와도 일치해서, 전반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진 지역과 비교대상 지역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Susser, 1995).

지역사회에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 낫다는 생각은 여러 다른 문헌에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앵, 브리스코, 커닝햄(Eng, Briscoe & Cunningham1990)은 토고와 인도네시아에서 물 공급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조사했다. 그들은 우물의 위치를 정하는 등의 과정에 지역사회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결과를 비교했다. 그들은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능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한 지역에서 우물을 더 많이 사용하는 등 여러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들은 

옳았다. 참여와 권한의 수준이 더 높은 지역의 아동 백신 접종률이 최고 30%나 높아졌다. 이 연구는 역량강화의  

“건강승수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Hawe et al., 1997). 

이는 무엇으로 프로그램 지속가능성을 측정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든다. 프로그램 실천에 대한 측정 방법을 

계획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행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기술적 

측면(자원, 지역사회 이벤트, 워크샵과 같은 가시적인 구성요소)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존재하는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변화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House, 1981; Ottoson & Green, 1987). 실행연구의 정교화에 대해서는 

9장에서 살펴보았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변화 과정을 포착하는 것은 사전에 프로그램에 명시된 구성요소를 

찾아 연구 설계를 할 뿐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과 경험을 포착하기 위해(필수적으로) 질적인 기법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e.g. Hawe et al., 2004). 프로그램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실행연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슈와 도전과제 

이 분야에는 수많은 이슈와 도전과제가 있다. 그 중심에는 한 가지 딜레마가 있다. 중요한 점은 처음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식이 대개 그 프로그램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기관의 

미션에 통합하고,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사람을 만들며, 조직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것을 권고한다(Shediac-Rizzkallah & Bone, 1998). 그러나 프로그램이 명확한 성과를 드러내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 알기도 전에 그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게 된다. 실제로 예방과학에서는 

이익보다는 해가 더 많다고 판명된 프로그램도 있다(Berberian, 1976; Robertson, 1978; Robertson, 1980).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보다 기존 프로그램이 더 가치 있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실무자들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안타깝지만 효과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된 프로그램이 너무 흔하다(Box 1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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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9.1  유지되지 않아야 하는데 유지되는 것

프로젝트 DARE

프로젝트 DARE(약물남용 예방교육 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는 물질남용 예방 프로그램이

다. 연방기금이 지출된 것을 보면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기금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학교 기반 예방프로그램이다. 1983년에 시작되

어 1997년 까지 3천 3백만 명 이상의 아동이 DARE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효과성이 입증되지는 못했

다(Lynman et al., 1999; Perry et al., 2003; Wysong, Aniskiewicz & Wright, 1994).

DARE의 커리큘럼은 LA경찰국과 LA교육청의 협력으로 개발했다. 여러 약물 예방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DARE에서도 약물과 그 영

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절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며, 약물 사용을 결정하는 데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사전에 80시간의 훈련을 받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약물사용과 그 결과에 대한 특수한 지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의

한다. 학생들은 역할연기와 숙제를 하는 등으로 참여하게 된다. 초기 DARE커리큘럼에 대한 평가를 보면, 지식, 태도, 신념, 흡연 습관 등

에서 적은 규모의 단기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간의 연구에서는 이것이 지속되지 않았다(Clayton, Cattarello & Johnstone, 1996). 

2004년 6월에 발표된 좀 더 최근의 메타-분석에서도 효과의 크기는 매우 적고(0.011) 유의성이 없다(z = 0.73)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West & O’Neal, 2004). 

많은 비판을 받아서, 2001년에는 Robert Wood Johnson 재단으로부터 $1,370만 달러를 지원받아 DARE 프로그램을 개편하였다(Lord, 

2001). 그러나 “새로운 DARE”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한 평가는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 

DARE가 청소년의 약물 사용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인기가 많고 학

교에서도 여전히 이를 진행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두 번째 과제는 “미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전 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정신건강증진에는 

보건, 주거, 교육,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 정부와 같은 여러 분야가 관여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일부 

프로그램은 우리가 건강증진에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보자. 예산 지원 없이 생존을 위한 심장 수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예방 서비스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지 않을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서 유지할 수 있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자원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덜 

해야만 다른 것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어느 기간 정도는 공식적인 자금지원 없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불행하게도 프로그램의 자금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에서 순식간에 “지역”의 문제로 바뀔 수 있다. 

게다가 보건부문에서 핵심자금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그 액수의 가치 외에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핵심자금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가치를 지닌다. 정신건강증진을 유지하려 하거나 혹은 솔직히 

지역사회나 다른 영역에 건강증진을 전가하면서 오타와 헌장의 본질과 상충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즉, 

우리는 건강증진을 위해 고정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출함으로써 보건체계의 방향을 재설정할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고 비난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이슈는 혁신의 모순이다. 혁신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는 신규 조직이나 분야에서 새로운 계획을 

도입하려 할 때 이를 활용한다. 혁신이론이 많이 알려져서 혁신의 이점을 말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도입한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오히려 이 현상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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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프로그램이 제도화 되고나면 그 정체성과 매력이 상실되어 잠재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손상될 수 있다. 보다 

흥미로운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타나 조직의 관심을 끌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기금을 지원하는 당국에서 새로운 

계획을 장려하는 “혁신에 중독된” 체계가 만들어져 장기적으로 늘 불안정한 체계가 될 수 있다. 

마지막 과제는 프로그램 지속가능성 연구를 재구성하여 프로그램 환경에 대한 인식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최근, 과거에 우리가 “프로그램 효과”로 보았던 것이 사실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인한 

효과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Hawe et al., 2004; Israel, 1995). 이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 이론에서는 조직과 

지역사회 맥락을 이해하려 했지만(Goodman & Steckler, 1987; Shediac-Rizzkallah & Bone, 1998),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대부분이 맥락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다. 

우리는 자원, 직원교육, 분위기, 네트워크, 일상, 기대, 신념 체계의 맥락에서 지속가능성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는 프로그램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보건 서비스 제공자와 학교 교사를 참여시키고자 하나, 이는 

이 사람들의 엄청난 스트레스와 업무량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슈를 회피하고 지역의 가치와 관심사만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시장에” 내놓으려 하는 것은 오만한 일이다. 

 지속적인 개입을 위한 시사점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가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은 이슈가 있음을 감안할 때, 실천가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떻게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가? 

쉐디악과 보네(Shediac & Bone, 1998)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부터 지속가능성을 설계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친먼, 아임, 원더스만(Chinman, Imm & Wandersman, 2004)은 쉐디악과 보네가 제시한 개념 모델을 

토대로 지속가능성을 기획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는 그림 19.2에 나와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사례마다 

모두 다르다고 강조한다. 계획을 할 때에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거나 해를 끼칠 가능성도 포함하여, 모든 상황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실천가들은 프로그램의 다양한 구성요소, 목표, 목적을 구분하고 

그 기관과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절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실천가가 책임감을 갖고 윤리적으로 

실천하려 한다면, 지속가능성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공개적으로 열린 토론을 하는 것과 명확한 의사결정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Trickett, 1998).

그림 19.2 지속가능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인지 확인하라. 

    초기에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조직이 안정되고 성숙한 기관인지 확인하라.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통합될 수 있는지 확인하라.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요구와 선호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라.

    프로그램의 미션이 주관하는 조직과 호환될 수 있는지 확인하라.

    조직의 상부에서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는지 그리고 강력하게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라. 

    프로그램 유지에 대해 지역사회 구성원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와 초기부터 토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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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할지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의(지역사회, 재정전문가, 기술 전문가, 정책 입안자) 요구를 해결하는  

타협점을 마련하기 위해 합의하는 과정을 만들라.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라. 

    만약 프로그램이 해롭다면 중지하라. 

    프로그램의 현진행지나 향후 진행예정지, 그리고 자원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조직을 평가하라.

    광범위한 옵션을 고려하라(프로그램의 규모-축소도 포함).

    재정적 자립을 위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라. 

    지속가능성 계획을 공식화하고 실행할 실무 집단을 구성하라. 

    당신의 의도와 행동을 공개하고 분명히 하라.

Chinman, Imms & Wandersman, 2004

프로그램 지속가능성은 본질적으로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득 얻기 위한 노력을 극대화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무자들은 스토콜스(Stokols, 1996)가 제안한 바와 같이 생태학적 원칙에 기반한 건강증진 실천 

모델을 따르는 것이 좋다. 이러한 건강증진 실천 모델에서는 프로그램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이 모델은 지역사회와 조직이 체계변화를 위한 자원, 과정, 매커니즘을 지닌 생태체계임을 

이해하는 데도 프로그램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이란 더 나은 건강증진을 위해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일차의료체계와 학교체계 같은 체계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공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하거나 없애야 

할 것” 또는 “다르게 해야 할 것” 도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건강에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는 성공적일 

수 있다(Hawe, 1994). 즉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지역사회에서 논의하는 새로운 

매커니즘과 구조가 형성되며, 매체가 좀 더 의식적이고 민감해지며, 기관이 좀 더 사람중심으로 바뀌고, 새로운 

협력관계와 파트너쉽을 형성하며, 낙관주의, 확신, 관용, 지역사회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는 등 지역사회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이것을 성취하는 데에는 처음부터 이 결과가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브레인 스토밍하고 

명료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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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프로그램의 실천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의 전망은 프로그램이 “실제로” 무엇인지와, 지역사회와 조직의 

역동적인 맥락을 들여다보는 데 달려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나치게 기술 중심인 접근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예방과 건강증진 분야의 연구자들은 지역사회와 좀 더 진정으로 

협력적인 파트너쉽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Greenberg, 2004).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려는 연구원들은 

조직과 지역사회가 “새로운” 프로그램의 목표와 전략을 평가하고 조직의 다른 활동과 균형을 이루도록 도와야 한다. 

지속가능성에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즉,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없애거나 혹은 다르게 

하는 것을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과 역량이 개발된다(Trickett 

& Birman, 1989).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윤리적 책임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며(Trickett, 1998), 건강증진과 

예방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옹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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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정부와 지역사회는 자신들의 결정이 사람들의 생활전반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의식하지 못한 채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하고 저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역사회는 정신건강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과, 

실천방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이 책에서 설명한 대로, 정신건강증진은 이제 건강증진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므로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마타 선언(WHO, 1978), 오타와 헌장(WHO, 1986), 자카르타 선언(WHO, 1997a) 등 

WHO의 주요 문서를 살펴보면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개별 영역을 넘어서는 실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건강과 안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에는 건강 외에도 환경과 조직이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통합을 장려하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며, 경제적 자원에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의 건강관련 

요소에 개입하는 것은 건강영역의 힘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회정치적, 경제적 요인은 매우 

복잡해서 서로 협력하여 실천해야만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정부부처와 조직, 정책과 실천과 연구간에 수평적인 협력을 이루고, 여러 세팅에서 기존에 해오던 

실천을 구축하는 등 목적에 따라 그리고 다양한 수준에서 파트너쉽을 가져야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또한 

정신건강 틀과 사례를 통해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도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 중 경제적 발전과 

빈곤퇴치가 시급한 저소득 국가와 관련된 사례는 14장과 18장에서 다루었다. 각 지역과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은 실천의 범위와 형태에 큰 영항을 미친다. 

 정신건강과 여러 분야의 협력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정신과 의사이자 보건 전문가인 듀리(Durie) 교수는 건강이나 안녕을 설명할 때 집의 

이미지를 접목하곤 한다. 그가 그린 집은 정신건강(감정 및 정신적), 신체건강, 영적 건강, 그리고 환경적 건강 

(가족이나 지역사회인 사회적 환경)이라는 네 개의 토대로 구성된다. 각 영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무너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Ministry of Health, 2002). 이 이미지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각 영역간의 

협력이나 파트너쉽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때 설득력을 갖게 해준다. 자카르타 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정부 부처 내, 정부와 비정부 조직 간의, 공공 및 민간 영역간의 전통적 장벽을 허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새로운 파트너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WHO, 1997a, p. 3).

이 책의 여러 저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시각이 있을 수 없다. 정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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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의 개념은 문화적 신념 체계에 영향을 받는다. 문화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실천 모델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토착민의 패러다임을 근간으로 한 통합적인 모델이 필요 

 하다는 견해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마오리 부족의 정신건강을 다루고 있는 듀리 교수의 모델(Durie 1994~2000 

in Ministry of Health, 2002)과 뉴질랜드의 정신건강증진 틀 간에는 연관성이 높다. 

이와 유사한 통합적 개념으로 사모아 제도에 있는 지역사회의 the Fonofale 모델이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전통 

예배당인 “fale”에 기반하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예배당의 지붕은 문화적 가치와 신념을 의미하고 주춧돌은 

핵가족이나 확장 가족을 의미하며 네 기둥은 신체적-생물학적·영적·정신적 및 감정적, 그리고 “다른 종류의” 

안녕(예를 들어 성, 성적 정체성, 연령, 사회적 계층)을 의미한다(Anae et al., 2002). 호주 토착민도 건강에 대해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안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요소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Anae et al., 2002). 

정신건강증진은 단지 보건 영역만이 아닌 광범위한 분야의 역할을 필요로 하며, 지역사회와 파트너쉽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증진에 대해 문화적으로 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Box 20.1은 토착적 건강증진에 대해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다.

Box 20.1  토착민의 건강증진

Mason Durie
건강증진의 여러 원리에는 보편적 측면이 있어서 지구촌의 다양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지역사회의 역동성이

나 사회 내의 권력 분배, 경제적 성장, 서비스 전달 방식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특정 세계관이나 현재의 상황과 일치해야 한다. “특정 인구에 적합”하다는 것은 문화적 가치, 사람들의 열망 등에 보

편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 집단에 적합한 접근법이 다른 집단에는 비효율적이거나 비생산적일 수 있다. 한 지역의 사람들은 연

령, 성별, 직업, 지정학적 위치, 인종, 민족성 등의 여러 변수로 정의될 수 있다. 인종과 민족성은 비슷한 의미이나, 인종은 생물학적, 유전

적으로 구분하는 것인 반면, 민족성은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여 세계관, 생활양식,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담고 있다. 

토착민은 사람들을 민족성으로 구분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약 5천여 토착집단이 있고, 이들은 약 2억 명 정도로 전 세계 인구의 4%

를 차지하고 있다. 토착민 간에도 물질적, 사회적 안녕이나, 주류 사회로의 통합 정도, 전통적인 생활 방식의 유지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 비토착민에 비해 사회 경제적 결핍이 심한 경우가 많으며,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자원을 빼앗겼거나, 문화적으로 억압을 

당했거나 외국의 법에 따라 지배당한 경험이 있으며, 19세기의 전염병과 영양실조로 황폐화되고, 이후 현대 사회에 이르러 비만, 암, 심

장병, 당뇨, 알코올 중독, 자살, 우울증 등의 유사한 질병을 앓고 있다(Kunitz, 1994 참조).

토착민의 특징 중에서 이러한 사회 경제적 유사점, 혹은 식민 통치하에서나 식민 통치 이후의 발전기 동안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

다는 것보다도 더 일치되는 부분은 바로 환경과의 통합감이다(Kame’eleihiwa, 1992). 토착민의 노래나 전통, 사냥과 치유 및 탄생, 죽음

과 관련된 의식에 반영되어 있듯이, 이들은 땅과 유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Deloria, 1994), 이런 생각이 개인과 부족의 정체성으로 확

장된다(Walker, 1990).

1999년 WHO에서 마련한 토착민들의 건강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토착민의 건강과 생존을 위한 선언문(a Declaration on the 

Health and Survival of Indigenous peoples) 이 만들어져, 2002년 UN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에서 발표되었다

(Committee on Indigenous Health, 2002). 이 선언문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건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토착민의 건강과 생존은 개인과 집단, 세대 간에 연속된다. 이는 영적, 지적, 신체적, 감정적 네 가지 삶의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

점을 담고 있다. 이 네 영역이 서로 연계되어 건강과 생존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다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체론적 시각은 거의 모든 토착민들의 특징이고(Ember & Ember, 2004 참조),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토착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넓은 범위에서 개입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토착민 중에서 전문적, 문화적 능력을 갖춘 보건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

고, 토착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영적인 영역도 포함하도록 주장해왔다(Waldrum, 1997). 전통적인 치료방식을 일

차 보건의료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의료 전문 인력과 협력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Warr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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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준거틀과 실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개발한 틀(8장 참조)은 정신건강증진을 실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 이 틀을 

활용하면 각 인구와 환경에 맞는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틀은 전인구의 건강에 초점을 둘 

뿐더러 특정 지역이나 특정한 개입(정책, 실천, 의사소통, 평가)을 넘어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강조한다.

뉴질랜드의 국가 정신건강증진 준거틀인 Building on Strengths(Ministry of Health, 2002)에서는 정신건강을 

건강이나 안녕에서 분리할 수 없는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이는 최근 마못(Marmot, 1999)이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 

주목하여 건강과 건강불평등의 요소가 곧 정신건강의 요소이기도 하다고 설명하는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행동, 소득, 사회심리적 요인과 같은 개인적 요소와 더불어 경제나 환경 등 사회의 구조적 특징도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다(Howden-Chapman & Tobias, 2000).

Building on Strengths는 정신건강을 위해 사회 참여, 다양성 인정, 안전하고 통합적인 지역사회 구축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에 주목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당연히 보건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정신건강의 기원은 신체적인 

것뿐 아니라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다. 뉴질랜드의 전략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보다 

지지적인 환경을 구축해서, 개인과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을 신장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 설명에서 잘 드러난다:

... 보건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뉴질랜드 국민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착민의 건강증진 모델에서는 정책을 만들 때 전통적인 상징이나 기호를 활용하고 토착민을 중심으로 이를 실행해 왔다(Waldrum, 

Herring & Young, 1995).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건강증진 모델은 남십자성(Southern Cross)의 별자리를 상징으로 활용하였다. 남십자성

의 여섯 개의 별은 건강증진의 6가지 핵심 목표를 상징한다. 이 6가지 핵심 목표는 토착민의 고유한 지적·신체적 요소로 문화적 정체성 

형성, 환경 윤리, 건강한 생활양식, 사회와 경제활동에 활발한 참여, 국가로부터의 자율성과 토착적 리더십이다(Durie, 2003b).

건강증진에 대한 토착민적 접근 방식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 첫째는 정부가 문화적 다양성을 현대사회의 현실로 이해하기는 하지만, 

모든 정부에서 토착민을 고유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둘째, 토착적 관점에는 환경정책, 정체성 강화 정책, 교

육·사회·경제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책 등 타 분야와는 별도로 개발하고 시행하는 여러 공공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토착민 지도자들은 두 개의 세상에 걸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끄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대다수의 토착민들은 자신

이 자란 토착 세계와 더 넓은 사회에서 규정한 규범 사이의 경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만약 토착민 지도자가 둘 중 하나의 세계라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처한 혼란스러운 환경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다른 건강증진 실무자들도 토착적 관점을 이해하

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문화 간 오해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다섯째,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토착민 스

스로가 의료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이 건강증진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 독립적으로 토착민을 위한 서비스를 설립하는 것은 때로 지역사

회와 정부의 긴장을 유발한다. 그러나 토착민 고유의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의료과학 만큼이나 토착민들의 주요한 삶의 기반이어서, 의료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토착민 네트워크에 보다 더 잘 통합될 것

이다(Boldt, 1993).

마지막으로 토착민 보건 종사자들이 건강증진과 건강교육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 토착민,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건강증진은 토착민과 지구촌 전체간의 교류로부터 시작된다(Durie, 2003a). 두 세계의 접점에서 두 세계에 걸쳐 살아가는 것은 위협인 동

시에 기회이다(Smith, Burke & Ward, 2000). 세계화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고, 토착적 세계관을 강화하며, 건강에 유익하도록 현대적 기

술과 과학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라도 사려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토착민 보건 종사자들은 토착적 가치가 중심인 세계와 과학과 기

술 그리고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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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부 기관이나 지역사회와 함께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고, 지역사회를 강화시키며, 개인의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활동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Ministry of Health, 2002, p. 5).

이 전략은 오타와 헌장과 뉴질랜드 헌법의 기초가 되는 와이탕이 조약(Te Tiriti o Waitangi)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앞 장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오타와 헌장에서는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지지적 환경과 지역사회에서의 실천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와이탕이 조약의 원리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적 준거틀로써, ‘파트너쉽, 참여, 예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원리의 핵심은 개인과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의 관계이다.

호주의 정신건강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적 실천 전략(the Australian Mental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on 

National Action Plan, CDHAC, 1999)에서는 생애주기별, 인구별, 우선적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집단별로 

예방과 증진, 초기 개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 분야 내에서의 파트너쉽과 그 밖의 분야와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분야 내·외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정신적 불건강을 감소시키고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CDHAC, 1999, p. 1).

8장에서 논의한 VicHealth(1999)의 틀도 이와 유사해서, 정신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범분야간 실천을 

강조한다. 그런데 여러 분야에서 함께 실천을 할 때에는 난관이 존재한다. 분야 내의 위계적인 재원, 전문가들의 

다양한 패러다임이나 견해, 서로 경쟁적인 우선순위, 다양하고 때로는 불평등해 보이는 자금 조달 모델, 특정 인구 

집단을 위한 보건 서비스, 의사 결정 과정, 그리고 이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참여 과정이 복잡해진다. 또한 14

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은 개발도상국에서 한층 더 광범위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개발도상국의 정신건강증진은 인적 자원의 발전과 관계가 깊다. 사회간접시설의 부족, 인적·물적 자원의 결핍, 

인권 유린 등은 정신건강증진과 복잡하게 얽혀서 분야 간 협력이 더 중요해진다. 특히 민간인 소요사태가 있는 

경우라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야 간의 관계는 발전되고 있다(Box 20.2). 정신건강과 관련된 요소와 

범죄(National Crime Prevention, 1999), 약물 중독(Resnick et al., 1997), 학업 성취(Zubrick et al., 1997) 요인 

간의 연관성을 증명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요인에는 학교 출석,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 정도, 학교에서의 성취 

기회도 포함된다. 다양한 사상이나 언어, 실천을 아우르는 협력적인 실천을 위해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Rowling, 2002). 이러한 맥락에서 실천, 연구, 정책 발전 간의 수평적인 연계로 여러 다른 분야의 관점을 종합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인식하는 것이야 말로 협력적인 실천을 만들어 내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분야 간 협력”, ”파트너쉽”이라는 표현은 혼용되기도 한다. 경영에서의 파트너쉽은 상업적 모험을 공유한다는 

의미이지만, 보건 영역에서의 파트너쉽은 두 분야가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전략을 마련한다는 

의미이다. WHO에서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한 제4차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파트너쉽은 파트너 

간에 힘과 영향력의 균형을 이루고, 각 파트너가 자신의 핵심가치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WHO, 

1997b, p. 2).

파트너쉽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성, 능력, 인정, 관계, 계획된 실천, 지속적인 결과 등이 

필요하다(Harris et al., 1995). 정책 수립과정에서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 차원이나 혹은 민간조직, 전문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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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0.2  지피의 친구들(Zippy’s Friends)

Chris Bale, Brian Mishara

프로그램

Zippy’s Friends는 6~7세 아동을 위한 학교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4주간 진행되는, Zippy라는 이름을 가진 벌

레와 여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아동에게 익숙한 주제인 우정, 의사소통, 외로움, 집단 따돌림, 변화에의 적응, 새로 시

작하기 등을 다룬다. 예를 들어 ‘샌디의 부모님은 별거 중이시고, 샌디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타미는 외롭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것이 두렵다. 지피가 죽었다’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 각 세션은 선생님이 이야기 하나를 읽고 난후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순서

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을 나누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

프로그램의 발전

이 프로그램은 Befrienders International이라는 국제 자살예방기구에서 시작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가능한 한 많은 아동들을 돕는 

것이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위원회에서 초기 지원을 맡았으며, 숙련된 전문가들이 양질의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 이 자료는 특정 국

가에서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주의깊게 만들어졌다. 5년 마다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고, 시행하고, 다듬고, 다시 시행하

는 과정을 거쳤다.

프로그램 평가

덴마크에서 진행한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보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해 보아야 한다는 결정

이 내려졌고, 그 결과 아동의 대처능력 신장에 더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덴마크와 리투아니아에서 두 번째 파일럿 프로그램

을 진행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했는데 매우 성공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언어와 여러 학년을 대상으로 또 서

로 다른 국가의 다른 환경의 학교에서 실시했는데, 아동을 관찰하고 인터뷰를 한 결과 성공적이었다. 두 나라 모두 통제집단과 비교해 보

니 실험집단 아동의 대처능력이 발전되었음이 명백했다. 협력, 공감, 자기주장, 자기통제가 크게 향상되었다. 반대로 과잉행동, 외재화하

는 행동은 감소되었다.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효과적이었다. 평가자들은 “프로그램의 목적이 성취되었음이 확실하다”라고 결론지었다.

리투아니아에서는 전국의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 평가를 추가 했다. 일 년 후의 결과를 보면, 프로

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이 성장하였다. 두 번째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 졸업 학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프로그램에 참여

하지 않은 아동보다 더 수월하게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행복하게 적응하였다. 

교사와 부모들은 열광했다. 덴마크의 한 교사는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보니 보람이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하였

다. 리투아니아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72%의 부모는 자녀가 더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더 사려 깊어지고, 주의력이 높아졌으

며, 친절하고 성실해 졌다고 응답하였다. 한 어머니는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변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서로 말할 때 경청한

다니까요. Zippy가 그저 벌레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라고 평했다.

프로그램의 확산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 Zippy’s Friends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브라질, 영국, 인도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12개국 이상의 국

가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2002년 1월에는 2005년까지 적어도 10개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Zippy’s Friends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거나 혹은 고위험군인 아동을 위해 개발된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능력이나 배경과 상관없

이 전 아동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개념이어서, 때로 학교의 교장들은 이미 넘쳐나는 커리큘럼

을 두고 별도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중요해서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에서는 교육과학

부에서 Zippy’s Friends을 승인하여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었다.

비용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Partnership for Children에서는 비용 문제를 감안해서, 협력 기관이 자신들의 예산 범위 내에서 교재를 

저렴하게 인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국가에서 지역 교사를 훈련하기도 하였다.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기 전에는 주로 몇몇 학교

에서만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partnershipforchildren.org.u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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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파트너쉽을 맺을 수도 있다. 여러 집단이 참여하면 소비자의 참여 기회가 증대되어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Box 20.3). 공통된 의견을 갖고,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자원을 공유하고, 개인·집단·

지역사회 차원의 능력을 강화하면 분야 간의 협력이 성공할 것이다.

Box 20.3  정신건강과 농약에 대한 범분야적 접근

Arabinda Chowdhury, Sohini Banerjee, Mitchell G Weiss

인도의 슌도르번(Sundarban) 지역은 캘커타(Kolkata) 남부의 본토와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 지역은 후글리강과 뱅골만으로 흘

러들어가는 갠지스 강 줄기에 위치해 있다. 캘커타 정신의학연구소의 연구원과 임상의들은 낙후된 지역의 정신건강 문제를 연구할 목적

으로 슌도르번 지역의 13개 구 중 하나인 남카나에서 지역사회 회의를 통해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측정

하였다. 

의원, 교사 등 여러 사람과의 회의에서 ‘자살이나 자살 행동, 중증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기회 부족, 가정 내 폭력이나 기타 갈등으로 인

한 긴장감, 열악한 경제적 환경, 사회적 가치의 붕괴’라는 주요 문제를 구체화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이에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구를 동시에 실시하는 프로젝트를 구성하였다. 자살 문제가 핵심

으로 떠올랐는데, 낙후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용하기 용이한 농약으로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농부들은 

농약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민하는 동시에 농약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건강센터의 직원들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관리하고 이들을 일차 보건 기관이나 정신의학연구소의 정신과 의

사가 한 달에 한번 진행하는 클리닉에 보내도록 훈련받았다. 현지 조사팀은 슌도르번 13개 지역의 보건 센터에서 활용할 설문지를 만들

면서 자살시도 문제도 포함하였다. 21개 마을의 가구 설문조사를 통하여 농약 사용 및 보관, 농약 및 다른 물질에 의한 중독에 관해 조사

하였다. 또한 현지 조사팀은 농약 유통 과정을 조사해서 농약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 정보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였

다. 자살을 시도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도 실시하여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과 자살행동의 문화적인 역학에 대해서 명확히 하

였다. 

여러 포커스 집단과 지역사회 회의에서 자살을 의제로 다루었으며, 안전한 농약 사용, 자살 예방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

스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었다. 포스터나 광고, 게시판, 달력이나 펜 등으로 슬로건을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포커스 집단을 포함

한 여러 회의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브로셔를 배포하였다.

지역사회와 일차 보건기관 직원들도 건강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연구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농부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는, 

자주 경험하지만 프로그램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관심사를 안건으로 삼아 토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임상과 지역사회의 활동 간에 서로 

협력하고, 정신건강과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프로젝트 내에서 통합함으로써, 남카나 지역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가적으로는 이러한 개입을 개선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천지향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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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협력이 필요한 세팅

교육

WHO에서 국제적으로 실시하는 학교 정신겅강증진 프로그램(WHO, 1996)은 여아의 교육 참여증진을 목표로 

한다.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이하의 국가에서는 교육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학교를 

건강증진을 위한 세팅으로 활용하는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보건과 교육 분야가 서로 협력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건강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두 부처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두 부처의 자원을 통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평적 연계와 공유를 통해 유럽(아일랜드, 영국, 독일)과 서태평양 

지역(호주, 뉴질랜드, 중국, 라오스, 베트남)에 산재한 건강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행할 수 있었다. 정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시점이자 전환점이다. 따라서 학교는 여러 개입이 이루어지는 

세팅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이 가족의 건강과 안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전체론적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건강증진학교’ 틀을 활용한 정신건강증진 활동

■ 회복탄력성과 낙관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고취하고, 자아효능감을 신장하며, 사회적 유능감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부모의 

양육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 학교 폭력 감소를 위해 학교 조직과 체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CDHAC, 2000)

사례 20.1에서 보듯,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력할 때의 핵심사항은 다양한 수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첫째, 국가(및 지역)의 교육과정에 정신건강의 틀이 적용된 정책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전국단위의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의 사례를 보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학교’라는 

틀은 “뉴질랜드인의 민족적 다양성과 문화적 유산을 존중한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신체적, 정서적 환경을 

제공하는... 태평양에서 뉴질랜드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Ministry of Education, 1999 in MHF, 2001, p. 12)

라는 국가의 교육 목표에 기여할 수 있었다. 둘째, 학교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은 학생의 복지나 영적 지도, 

학생 간의 지지, 다양성과 통합에 대한 가치, 인권, 학교폭력감소, 자살 예방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차원은 건강한 청소년으로의 발달, 신체건강, 취업 훈련 등과 같은 분야가 수평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호주의 MindMatters는 학교에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 분야가 협력하여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또 

다른 예이다(사례 20.2). 이는 주정부와 중앙정부차원의 보건과 교육 분야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보여준다. MindMatters는 연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틀(Wynn et al., 2000)로써, 학교에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력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학교 변화와 프로그램 및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실천과 교사의 전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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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MindMatters는 기존 건강 분야에서 청소년 개인의 문제나 행동수정을 

강조해왔던 개입방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변화를 이끌었다. 

MindMatters에서는 교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MindMatters의 활동, 그리고 정신건강 간의 연계 구축을 

중요시한다. 이를 통해 교사의 참여와 실천을 장려한다. 호주에서는 MindMatters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주정부 

차원의 건강과 교육 시스템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각 주마다 관련 위원회가 있고, 또 건강증진과 

교육에 관련된 여러 이해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MindMatters에서의 정신건강증진 과정을 보면 교육체계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확장하였다. 

사례 20.1  뉴질랜드 지역의 정신건강 학교

뉴질랜드 지역의 정신건강 학교에서는 교과과정, 학습내용, 학교조직을 ‘건강증진학교’의 틀에 맞추고 지역사회와 파트너쉽을 갖고 서

비스를 연계하였다. 학교 전체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다. 뉴질랜드 정신건강 협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위

해 지침을 제시하면서 학교의 윤리와 분위기, 정신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임파워먼트와 학생 참여, 학습을 방해하는 장벽에 대한 관

심(MHF, 2001)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강조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학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한 사회적·감정적 학업 환경 속에서 안녕을 누린다.

■ 학생과 교직원들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받는다.

■ 학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자존감은 관련된 정책과 실천을 통해 신장된다.

■ 학교 공동체 모든 사람의 문화, 성적 취향, 민족, 연령, 성과 장애에 대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 접근가능하고 문화적으로 지지적인 체계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움을 구하는 행동을 긍정적인 것으로 장려한다.

■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 노력하고 성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정해준다.

■ 적극적인 정신건강이 형성된다(MHF, 2001).

사례 20.2  MindMatters

MindMatters는 호주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의 모든 측면에 구조화된 전략을 제공하는 지침이다. 이

는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계획하고 검토한 자료로써, 「SchoolMatters」(Sheehan et al., 2000)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MindMatters는 

학교 전체가 발전하면서 학교가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도록 학교의 일반 활동에 집중한다. 이는 다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학생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학습 훈련

■ 학생과 교사에게 안전하고 지지적인 사회적 환경 구축

■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역사회내의 서비스 기관과 가족간의 연계 강화

MindMatters는 낙관적 시각을 갖도록 하고, 교내에서 실행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에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함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즉, 교육 부처 간의 우순순위 조정과 협력을 통해 학교 공동체가 정신건강 이슈와 과정을 스스로 조정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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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목표는 개별학교에서의 프로그램 수행, 학생의 행동, 인적자원관리와 같은 전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영역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여 결정하고 실행하게 된다.

직장

직장은 최근 들어 여러 국제기구에서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다. 세계정신건강연맹

(the World Federation for Mental Health)에서는 2000년과 2001년의 세계 정신건강의 날에 2회 연속 직장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핵심 영역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정신건강증진과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과 

고용주의 역할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WHO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국제적 협력 파트너쉽을 갖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구, 실천, 정책을 통해 직장과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WHO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적정한 근로 환경과 지원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차별 없는 긍정적인 직장 환경 조성

■ 중증 정신장애인의 고용

■ 취업률 향상, 취업 유지, 실업자 지원을 장려하는 정책 도입(WHO, 2000, p. 102).

이는 직업이 정신건강과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보는 관점이다. 즉 직장 환경의 역할을 인정할 뿐 아니라 

취업이 적극적 정신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과 정신질환의 발병률 간에는 연관성이 높다(Desjarlias & Kleinman, 1997). 이는 소득 창출의 

기회가 부족하거나 취업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경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된다.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 시민으로서 경제 활동을 할 기회를 갖게 된다(Pavis, Platt & Hubbard, 2002). 경제적 요인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등 모든 국가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은행과 신용기관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농장을 팔면, 단순히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에 더해 정체성 상실이나 가족의 

결속력 상실로 이어진다. 14장에서 이미 미소 금융과 소득 창출 정책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직장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명백하다.

고용주는 정신건강 문제를 직장 내에서 다루어야할 관심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신적 불건강으로 인한 

장애나 결근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WHO, 2000, p. 21).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직원과 근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근무 일정과 융통성, 직장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 직업 만족도와 안정성, 업무에 대한 자율성 정도, 계획수립과 의사결정시 근로자의 역할과 참여 정도, 

전반적인 관리유형과 조직의 문화, 조직의 변화, 의사소통, 사회적·환경적·물리적 요인(ILO, 2001; WHO, 

2000) 등이다.

여러 나라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개인의 건강행동을 장려하여 직장 내 건강을 증진시켰고, 물리적 위해와 유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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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다루는 것을 통해서도 직장 내 건강증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저소득 

국가에서는 강제 노역이나 아동의 노동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 요인을 보면 직장 

내 환경뿐 아니라 직장 외부의 환경인 정치적, 사회적 개입도 필요하다(7장 참조). 고소득 국가에서도 직업과 관련된 

사회적, 심리적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보다 광의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정치, 환경적으로 제약을 받는 

경영의사결정으로 인해서도 이러한 요구가 발생한다(Polanyi et al., 2000).

직장 내에서도 정신건강증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노동현장에서의 위생문제 혹은 개인에게 

집중되는 건강증진 전략을 넘어서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단지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제는,

...적극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크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적 힘과 사회적 평등,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지속성 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Polanyi et al., 2000, p. 155).

이러한 변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노동위생이나 직장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근로자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적, 사회적 결정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상호 관련성이 깊은 전략을 통합하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안전하고 지지적인 직장 환경을 제공하면 스트레스 예방이나 상해 예방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수행 능력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MeKernon, Allen & Money, 2002).

좋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지지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하여 결근을 줄이고, 직장 내 스트레스와 사고를 

감소시키며, 직원들의 이직율을 낮추고, 보다 높은 수준의 수행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결과로 인하여, 직장 내에서 

건강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클리포드 맥주회사의 예(사례 20.3)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신건강과 직장 환경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명확한 방향을 볼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실행의 효과성을 위해 고용주와 직원 간의 파트너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례 20.4에서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합의된 의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사례 20.3  건강한 직장 환경 만들기 - 클리포드 맥주 회사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지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조직을 효율화하는 필수 요소이다. 직원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안녕과 조직의 효

율적인 운영 둘 다를 위해 중요하다. 이 분야에서 진행된 가장 중요한 연구는 조직 내에서 어떻게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이 스트레스가 다시 

건강과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스트레스, 건강, 성과에 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이론을 과학적 증거로 삼고 있다:

■ 요구/통제 모델(the Demand/Control Model) (Karasek & Theorell, 1990)

■ 노력/보상 불균형 모델(the Effort/Reward Imbalance Model) (Siegrist, 1996).

이 모델에서는 일을 할 때 요구가 지나치게 많은데 반해 통제감이 적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데 반해 그에 대한 보상이 지나치게 

적은 것이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여러 형태의 질병과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설명한다. 질병과 상해는 가벼운 감기에

서 암이나 지속적인 허리 통증과 같은 상해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두 종류의 조건은 한 작업장에서 동시에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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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포드 맥주회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가 직원과 소통하고 일하도록 돕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에는 건강한 근로 

환경조성을 경영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것과 함께 다음의 항목을 실천하도록 요구한다.

■ 매 단계마다 직원과 관리자가 함께할 것

■ 모든 참여자들이 협력 관계를 통해 모든 문제를 다룰 것

■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강의 문제에 집중할 것(예를 들어,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답을 주는 

데 도움이 되는)

■ 촉진자와 자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을 것

■ 장기적인 노력

■ 평가

프로그램 결과, 직장에서 자신의 건강이나 복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만족도가 높아지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졌다.

사례 20.4  정신적으로 건강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고용주들이 직장 내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

해지면서, 뉴질랜드 정신건강재단(the New Zealand Mental Health Foundation)에서는 “Working Well”이라는 직장 내 정신건강 툴킷

(toolkit)을 개발했다(MHF, 2002). 재단은 초기에 이 툴킷의 내용과 형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민간 영역의 파트너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실행에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서 고용주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구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정신적으로 건강한 

조직이 더욱 즐겁고 생산적인 조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툴킷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훈련 프로그램과 고용주 포럼을 통해 고용주

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이는 뉴질랜드 내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직장을 만드는 고용주들의 커뮤니티를 구

축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었다. 다음의 내 용은 직원과 고용주의 정신건강에 관한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직장에서의 정신건강 정의 정신적으로 건강한 예 정신적으로 건강한 팀과 직장 환경

■ 사람들의 감정을 알 수 있음

■ 효율적인 의사소통

■ 만족스러운 직장 내 관계

■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다룸

■   의사소통과 관계: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고, 타인을 이해하고, 좋은 관

계를 유지함

■ 직장과 가정생활 간의 균형

■   비형식적 멘토링, 중재 및 카운셀링 

역할 수행

■ 책임을 다함

■ 회사에서 좋은 근로 환경을 제공함

■ 신뢰

■ 우정

■ 문제 발생 시 현실적으로 도움 제공

■ 목표와 가치의 공유

■ 형평성

■ 효율적인 팀워크

■ 갈등이나 어려움 발생 시 신속한 해결

지역사회

예술 프로그램

예술 활동의 참여자들은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망 속에 들어가고, 안녕감이 증대된다고 알려져 있다(Jermyn, 

2001; Matarasso, 1997). 참여자 개인은 자신의 기술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었으며,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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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망이 형성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이 발전되었다. 청소년의 경우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학업 성취와 학교 

유지율 향상, 자존감향상, 약물 및 알코올 소비량 감소, 청소년 범죄 감소의 결과가 나타났다(Heath & Soep, 1998).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예술 활동은 지역사회의 건강과 발전과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Williams, 1997). 

협동적이고 통합적인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유대감과 소속감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내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었다. 지역위원회나 협의회, 자원봉사 단체 등과 같이 계획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은 건강증진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된다

(Gillies, 1997).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 특히 연극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목적으로 정신건강증진에서 활용되었는데, 

첫째, 캠페인이나 프로젝트의 시작이나 마지막에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이벤트로 둘째,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 

청중과 소통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의사소통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 

스토리텔링이나 드라마 혹은 노래를 통해 교육을 실시해 온 저소득 국가에서 효과가 높았다. 

그러나 두 형태 모두 내용이나 메시지를 미리 외부 기관에서 결정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역사회 

발전 측면에서의 예술 기반 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선정하고, 

음악, 노래, 춤, 공연을 통해 소통하는 과정도 함께 한다. 이처럼 보다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형태의 공연 과정을 

건강증진 전략으로 통합하고 있다. 이는 건강증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일하는 지역사회 간에 서로 

대화하는 파트너쉽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O’Connor et al., 2003). 이를 통해 자존감, 사회적 통합, 

안녕감의 증진이라는 정신건강의 결과가 나타난다(Matarasso, 1997). 사례 20.5와 20.6은 예술기반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한 예이다.

사례 20.5  타이오 극장

2000년 뉴질랜드의 정신건강협회는 타이오 극장(Taiho Theater Company)과 파트너쉽을 맺었다. 타이오 극장에서는 마오리 부족의 

여성들이 공연을 하였는데, 그들은 공연에 마오리 부족 고유의 과정을 통합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조사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었다. 타이오 극장이 위치한 호키앙가항(Hokianga, 뉴질랜드 최북단 서쪽에 위치한 항구) 지역은 뉴질랜드에서도 

가장 빈곤하고 외딴 지역으로 마오리족 청년인구 비율이 높았고 실업률이 50%를 상회했다.

오코너와 동료 학자들(O’Connor, 2003)은 마오리족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억압된 자신들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

기에 힘이 있다고 말한다. 즉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을 해방시키고, 민주화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타이오 극장은 기존에 부족의 스포츠와 문화 이벤트 그리고 가족 모임을 하는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마오리 부족 고유의 치유 활동을 

하는 정신건강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프로젝트에서 파트너쉽 관계가 겹겹이 중첩되어져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공연, 정책, 파

트너쉽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낙인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전국적인 형태의 프로젝트인 

Project to Counter Stigma and Discrimination Associated with Mental Illness에 재원을 출연하였다. 타이오 극장도 이 프로그램을 통

하여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에서 마오리족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지역주민들은 타이오 극장의 무대에 올려진 여러 공연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반추해 보고 필요한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정신건강과 마오리 부족의 문제 해결”이라는 정부 정책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이야

기를 증거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일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서 비정부단체로, 또 지역사회

로 이양되어 실천으로 연계되었다. 정신건강 협회는 타이오 극장의 성공요인이 외부 기관에서 공연내용을 제작해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부가 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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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6  예술, 건강과 환경 프로젝트

지역사회 문화 발전 프로젝트가 잘 조직화되면 참여자와 지역사회 간의 유대감과 참여도가 증진된다(Thiele & Marsden, 2003). 지역

사회 내의 공간은 그 지역사회를 보여준다.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 신념, 다양성, 열망,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 공간을 통해 도전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연합할 수 있다(City of Yarra, 2003).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간은 정신건강과 안

녕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이 공간 안팎에서 건강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호주 멜버른의 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구성된 공공주택 예술위원회에서는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예술 및 환경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는 지금까지 2,400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고려하

고 이것이 실현 가능한 곳을 찾아 실행하였다.

사람들은 새로운 공간에 매력을 느껴 이곳에서 공연이나 영화,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공연을 위해 연습을 하고, 축제에 필요한 수레를 

장식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했다. 주민들은 버려진 주차장을 창의적인 공간으로 꾸미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다른 사람들

과 함께 바닥에 모자이크 장식을 하며, 벽화를 다시 칠하기도 했고, 조각 작품과 새로운 조명을 달고, 우물 주변에 정원을 꾸몄다. 

이제 그 주차장은 더 이상 무서워서 피하는 공간이 아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만나고 행사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파트타임으로 문화 관리요원을 채용해서 더 잘 관리하게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 측면으로는 사회적 유대감이 

생기고 사람들을 집밖 지역사회로 이끌어 내어 소외감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역 정부와 주 정부 간의 파트너쉽으로 지역사회 공간을 창의적으로 바꾸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상호 간의 협력으로 정신건강이 향

상되는 결과를 이뤄내고 지속적으로 유대감과 창의성이 향상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결과는, 범분야적으로 협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 활동에 공연 예술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생생한 경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이해와 치유를 돕는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하는 데에는 읽고 쓰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 폭넓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개발 전략은 일차 보건 서비스의 초석이 되어왔다.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욕구와 우선순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조직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즉 서로 다른 영역이나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간의 활동과 협상과정은 관계를 형성하는 필수요소이다.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이 향상될 수 

있고 참여자들의 안녕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존중하여 

지역사회와 구성원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18장 참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도가 높은 지역사회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건강이 수준이 더 낫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Marmot, 2000). 질병을 예방하면 건강과 사회적 응집력이 

증진된다는 증거도 있다(Wilkinson, 1996).

길리스(Gillies, 1997, p. 2)는 연합과 파트너쉽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지역사회의 참여도가 클수록 그 효과도 커졌다”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프라 수준, 그리고 사회적, 환경적 결정요인 간에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CHAPTER 20.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분야의 협력 • 273

증명하였다.

사례 20.7을 보면 지역사회 내 여러 차원에서 분야 내부적으로 그리고 타 분야간의 협조를 통해 의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켜 노인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낭(Danang) 

지역의 의사와 병원에서는 노인과 청년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변화를 이끌었고, 한 

스포츠 센터는 여러 활동을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었다.

사례 20.7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돌봄

최근 베트남에서는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연장된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다낭(Danang) 지역에서는 지

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의료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다낭은 베트남의 주요 관광지이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노인들의 기

술을 향상시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체적 활동을 향상시키고 정신적 활동도 활발하게 하여 건강을 유지하도

록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다낭의 the People’s Committee에서 고안하고, 여러 기관에서 실행하였다. 예를 들어 Thaiphien 스포츠 센터에서는 

노인에게 운동, 마사지, 침치료를 제공하였다. 1,800명 이상의 노인들이 Thaiphien 센터의 회원이 되어, 한 달에 두 번씩 스포츠나 오락 

활동에 참여하고, 정원을 가꾸고, 시 당국자들과 대화하며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나누기도 하였다. 

또한 “Model-like grandparents-Pious children”이라는 운동을 통해 노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Model-like 

grandparents”는 조부모나 부모가 금연·금주를 하거나 신체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주중에 자녀를 돕는 등의 건강한 생활방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고, “Pious children”은 아이들이 조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부모들

은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건강증진으로 이어졌다. 

다낭에는 노인 전문 병원이 없다. 하지만 지역 내 종합병원, 한의원, 정신병원 등 모든 병원에 노인의 건강과 질병을 중점적으로 돌보

는 병동이 있다. 베트남의 많은 노인들은 힘든 과거를 지냈고 이제는 여생을 즐길 때라는 믿음이 있어서, 노인의 의료 서비스에 많은 관

심을 갖고 있다. 젊은 의사들은 노인을 존경하고 이들의 정신적·신체적 안녕을 보호하고 더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지

역의 의료센터에도 노인 의료를 맡고 있는 의사들이 많다. 

이제 다낭의 노인들은 도시 발전의 중심이 되고 있다.

 결론

이 장에서 소개한 틀과 사례에서는 정신건강 영역과 여러 분야의 기관, 집단 등이 파트너쉽을 맺고 일할 때 

고려하는 정신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의 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인 

건강과 정신건강의 결정요인을 고려하고 이 장에서 제시한 틀을 실천하기 위해 통합적인 모델을 적용하려면, 여러 

분야가 협력하고 파트너쉽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장에서는 여러 지역,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고려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정책, 

실천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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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사회, 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질병에 대한 부담 보고서, 2001년에 발간된 세계보건보고서 “정신건강: 

새로운 이해, 새로운 희망(Mental Health: New Understanding, New Hope)”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의 보고서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거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조취를 실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은 공중 보건 영역 내 제한된 범위로 국한되었다. 이 책에서 설명하였듯이 

정신건강은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적극적 속성으로, 이는 환경이나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강화되거나 손상될 수 

있다. 건강과 관련된 여러 요소와 더불어 질병도 관심의 초점이다. 일반적으로는 정신건강이 정신질환과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상의 정신건강은 단순히 정신질환이 없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익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는 아쉬운 현실이다. 정신건강증진이란 정신질환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지금도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모든 

사람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정신건강을 

향유할 기회를 높이기 위한 여러 활동을 수반한다. 

이 장에서는 정신건강증진과 그로 인한 결과와 함께 현재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는 한편 

전 세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앞으로 더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논의해 보려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정신건강증진은 전 세계적으로 공중 보건상의 

우선순위가 되었다. 둘째, 공중 보건 체계의 준거틀을 활용하여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은 전 세계적으로 공중 보건의 우선순위가 되었다

정신건강증진은 더 나은 건강과 생산성, 안정성으로 이어진다. 정신건강은 모든 국가에서 최상의 건강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다.

모든 사회에서 정신질환과 정신건강 문제가 확산되고 이로 인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나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증상과 관련된 장애를 경감시키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 이로 인해 다른 공중 보건 전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즉 질병을 앓고 있는 개인이나 그의 

가족, 이웃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증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모든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어, 그 

이익이 증폭되기 때문이다. 세계 여러 국가의 하위집단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불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이것이 정신질환의 위험요인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취뿐 

아니라 건강증진에 대한 폭넓은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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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보건 틀은 정신건강증진에 적합하다

그동안 정신건강증진은 보건영역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여, 정신건강증진을 공중 보건 체계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드물었다.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관점이나 증거를 살펴보면, 정신건강증진은 공중 보건과 건강증진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그럴 필요가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공중 보건은 전인구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개념화 한 것이다.1 정신건강증진 또한 이 범위에 포함된다. 공중 

보건의 전략인 옹호, 공중 보건 교육, 의사소통, 정책 및 입법화, 지역사회의 참여, 연구 및 평가 등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다양한 개입을 통해 정신적, 신체건강이 증진되었는데, 

이는 정신건강이 건강 및 공중 보건에 통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도출된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 여러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건강에 필수적이고 개인과 전체 인구집단의 효과적 기능 및 안녕의 

토대가 된다

정신건강증진은 생산성 향상을 비롯한 특정한 목표를 성취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효과성이 입증되어 

정당화 될 수 있다. 비록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는 것 중요하고 그 결과가 자원을 배분하는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정신건강증진은 근본적으로 인권과 평등으로 연결되고, 인도주의와 공리주의적 가치를 갖는다.

불리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은 정신적 불건강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정신건강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에는 빈곤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실업 상태이거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받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분쟁 지역에 살거나 추방당한 경우가 포함된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지역적 차원에서 개입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한 지역에서 효과적이었다고 밝혀진 개입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환경이나 자원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입이 적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속성도 확보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분야 간 협력이 필요하다

일부 협력 프로그램에서는 정신건강증진을 주요한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정신건강은 다른 

사회적, 경제적 결과에 이은 이차적 목표이다. 

1    Beaglehole R, Bonita R (2004). Public health at the crossroads. Achievements and prospects. 2nded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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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가능한 일

향후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다양한 유형, 다양한 수준의 증거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개입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다음은 그러한 예이다.

■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예, 임산부 가정방문, 학령 전 심리 사회적 개입, 취약 계층을 위한 영양과 및 사회 

심리적 개입)

■ 아동 지원(예, 기술 개발 프로그램, 아동 및 청소년 발달 프로그램)

■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임파워먼트(예, 교육의 기회 증진, 소액대출)

■ 노인을 위한 사회적지지(예, 친구 맺기,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및 주간 센터)

■ 소수자, 토착민, 이민자, 분쟁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 취약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예, 재난 이후 

심리적, 사회적 개입)

■ 학교 내 정신건강증진 활동(예, 학교의 생태적 변화를 지지하는 프로그램, 학생 친화적인 학교)

■ 직장 내 정신건강 개입(예,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 주택 정책(예, 주거 개선 프로젝트)

■ 폭력 예방 프로그램(예, 지역사회 방범 프로그램)

■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예, 공동체 돌봄사업, 통합된 농촌 개발)

지역사회와 국가에서는 다른 보건영역에서 활용하는 공중 보건 준거틀을 정신건강 영역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된 모든 분야는 정신건강을 증진하도록 설계된 활동을 지원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지난 몇 년 동안 정신건강증진 분야에 대한 지식이 증가했지만, 실천이나 연구 영역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에 보다 확실한 증거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와 자원을 가진 환경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조직적 평가와 다양한 형식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 견고한 증거를 마련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조치도 필요한데, 특히 중간 소득 이하의 국가를 위해 그러하다.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해 보아야 한다.

개념

■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상황과 이 상황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이와 관련되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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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부여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지역사회의 단체와 대중매체, 정부와 전문가는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 어떻게 정신건강증진이 아동이나 모자 건강, HIV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라고 이해될 수 있는가?

증거

■ 각 국가, 문화, 인구 집단의 정신건강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 정신건강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실천적 함의는 무엇인가?

■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은 긍정적 차원에서 어떤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가?

■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산출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이 정신건강증진에 가장 적합한가?

■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 문화나 환경에 상관없이 효과적인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 저소득 국가에서의 정신건강증진 경험을 증거 자료에 추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표가 가장 적절하고 실행가능한가? 그리고 어떤 

지표를 선택해야 건강증진 개입과 보건영역 밖의 정책에 대한 비용 효과성 연구가 가능할 것인가?

■ 경제적 발전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   빈곤 감소, 고용창출, 지역사회 개발 등 사회 경제적 정책과 개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비용 효과성은 

무엇인가?

■ 연구 결과를 통해 축적된 증거를 확산시키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실천

■ 정신건강의 개념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정신건강증진 실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개별국가가 국제인권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정신건강증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변화나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증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보건 분야 이외의 파트너들과 협력하려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는가?

■ 지역사회개발과 지속가능한 정신건강증진 활동을 위해 연구와 실천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신 공중 보건이 성숙되고 이와 관련된 정치적 속성을 좀 더 이해하면 정신건강을 증진을 위한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방의 역설”(15장 참조)로 인해 공중 보건 전문가들이 심장 건강을 위한 자원을 동원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에서도 “증진의 역설”로 인한 딜레마를 이해하고 풀어가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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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즉,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개입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딜레마를 이해해야 한다. 모든 공중 보건 활동에서 그러하듯 오랜 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연구해야만 알 수 있는 

혜택을 증명해 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제적·국가적 여러 차원에서와, 여러 

국가와 문화에서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제언

■   효과적인 공중 보건과 사회적 개입을 통하여 정신건강증진을 성취할 수 있다. 향후 더 많은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다양한 수준에서의 충분한 증거로 정신건강증진 개입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개입방법의 경우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곳의 문화에 적합한지 검증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분야 간 협력이 촉진되어야 한다. 다분야의 협력이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이다. 어떤 협력적 프로그램에서는 정신건강 성과가 1차적 목표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신건강 성과가 다른 사회 경제적 성과에 따른 2차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그래도 정신건강 성과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은 프로그램의 효과에 결정적이다.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지역사회의 주인 의식, 자원의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다.

■   보다 확고한 증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와 자원 환경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   추가적인 증거를 찾고 보급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고 중간 

이하 소득국가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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