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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A pilot project entitled ‘50s mental health screening project’ was conducted in Seoul. As a part
of this project, we conducted surveys to obtain the opinions of psychiatrists regarding mental health screenings.
Methods : A questionnaire was mailed to members registered with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which enquired about the ‘50s mental health screening project’.
Results: A majority (90.9%) of the subjects agreed on the purpose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However, there were fewer individuals that actually showed the intent to participate (65.8%). The mean age
of the group with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was higher compared to the group with no intention to participate. The factors that negatively affected the intent to participate included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psychiatry (3.795), low health insurance reimbursement (3.784), and inconvenience of reporting to
public health centers (3.664). The most appropriate method that scored the highest for screening mental
health was face-to-face consultation with a psychiatrist (3.889). Most of the participants agreed on the method of a self-reported survey along with an interview of psychiatrist (84.9%).
Conclusion : Subjects were concerned about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psychiatry, low health
insurance reimbursement, and inconvenience of reporting to public health centers. These problems need to
be supplemented. Face-to-face consultation with a psychiatrist may be considered an appropriate method
for future mental health screening. (Anxiety and Mood 2017;13(2):108-114)
KEY WORDS : Baby-Boomer·Mental health screening·Depression·Psychiatrist.

서

론

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 코호트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1955년부터 1963년 기간 중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며, 2010

베이비붐 세대란 합계출산율이 3.0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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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으로 712.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다.1 이들은 산업화, 고도성장, 민주화 운동
등 중요한 사회변화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고, 현재는 대부
분 50대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내 임금근로자의 2016년 평균
퇴직 연령은 남성 51.6세, 여성 47.0세로, 50대는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세대로 고용불안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2
또한 부모 세대에 대한 부양과 자녀 양육의 책임을 동시에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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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지만, 부모 세대와는 달리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기대하지

선과 정신과 이용을 촉진시키기를 기대하였지만 심리검사설

는 않는다. 동시에 양 세대와의 가치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

문지를 통한 검진 방법의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

식하고 있다. 즉, ‘낀 세대’ 혹은 ‘샌드위치 세대’로서 양쪽 세

어 성공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11 또한 건강보험에서 제공하

대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점은 은퇴로 인한 고용불안

는 생애주기 우울증선별검사도 40세와 65세에 한정되어 있

3

현상을 더욱 증가시킨다.

어 50대에 대한 별도의 검진은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는 상

이런 변화를 겪고 있는 50대는 우울증 치료비용과 자살률

황이다.

이 높은 연령대이기도 하다. 2016년 전국정신질환역학조사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4년 ‘베이비붐 응원 종합계

결과에서 50대의 주요 우울증 1년 유병률은 여성 1.8%, 남성

획’을 발표하여 사회적, 경제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4

0.6%로 보고되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우울증

이 계획의 일환으로 50대의 정신건강 문제를 인식하여 정신

치료비용이 50대에서 3년 연속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 그리고 사회적 지지망으로 연계를

다.5 2015년 통계청 자료에서는 50대 사망원인의 2위는 자살

위해 ‘50대 정신건강 검진 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을 2015년에

6

이며, 전체연령대 중 자살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세대이다. 이

시행하였다. 대상자는 자발적으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하

러한 이유로 2015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보고서

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하였다. 앞선

에서도 50대의 삶의 만족도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7개의 정신건

를 기록했다.7

강의학과 의원에서 자기보고 설문지와 함께 전문의 대면평가

해외의 베이비붐 세대 역시 정신건강적 문제를 가질 가능

를 통해 검진을 시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3회까지 Z코드로

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 영국에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

청구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였다. 검진 후 치료가 필요하다고

대가 정신과 질병의 유병률이 전쟁세대에 비해 높았다는 결

생각되는 대상자는 바로 검진 종결 후에 건강보험에 따른 치

과도 있고(OR=1.90),8 미국에서도 베이비붐 세대가 정신건강

료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닌 위험 군

증진을 위해 소비하는 시간이 다른 세대에 비해 많다는 보고

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여 관리하였다. 이를

9

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에서 우울증과 치매

통해 치료 받고 있지 않는 환자를 발굴하고, 정신건강의학과

및 인지기능저하로 인한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에 대한 문턱을 낮추며, 치료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자살

있다.10

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였다(Figure 1).

2016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본 연구는 ‘50대 정신건강 검진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2011년 15.3%에서 2016년 22.2%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구미

기 위하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웹 기반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최초 치료가 이루어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

기까지 84주를 소요하여 미국 52주, 영국 30주에 비해 치료

하여 정신건강검진의 효과, 성공 또는 실패 예측 요인, 검진

가 늦다.4 이런 점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2012년 ‘정신건강증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였고, 향후 정신건강 검진의 필

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3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

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계획하였다. 우울증에 대한 인식개

Ojbects

A 50-59 years old, Seoul citizen who wants mental health examinations

Mental

Interview by psychiatrist in primary clinic

Health

If an additional interview is needed, up to 3 interview can be provided (Z code)

Examination

Screening test : At least 2 tests requested
(e.g. PHQ-9, PHQ-15, SF-36, AUDIT, STAI, as needed)

Result

Psychiatrist write the report of mental health examination
- Traffic signal system

Follow-up

Figure 1. Flowchart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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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중 보완해야 될 점, 향후 필요한 정신건강검진 방식에 대해서
는 연구자들이 예상하는 항목에 대해 1점에서 5점으로 평가

대 상

하였다. 또한 선호하는 검진 방식과 Z코드 사용에 대한 의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이메일이 등록된 정신건강의학과 의

도 물어보았다.

사 회원에게 구글 드라이브 기반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2015
년 8월 24일에 푸싱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였다. 총 3200여명

자료 분석

을 대상으로 발송하였고, 이중 21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의 성별, 연령, 근무기간, 소재지, 주

219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가자의

요진료영역 등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대해 조사하였고, Chi-

개인정보는 수집되지 않았고 경희대학교병원 IRB의 심의를

squared test로 참여의향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차이가 있는

받았다.

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본 사업에 예상하는 긍정적 효과, 부
정적 효과, 보완해야 될 점, 선호하는 방식에 대해 평균 점수

설문 구성

를 파악하였고, Chi-squared test로 참여의향에 따라 예상하

설문내용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전

는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통

문의들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상임팀장 등으로 자문위원회

계분석은 R version 3.2.1을 사용하였다. 유의수준은 5%에서

를 구성하여 2차례 사업 수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여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기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연구팀이 설문조사 문항을 자체

결

개발하였다. 먼저 ‘50대 정신건강 검진 사업’에 대해 간략히

과

소개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배경과 사업에 대해 찬성 여부, 참
여 의향을 물어보았다. 그리고 사업에서 기대되는 효과, 사업

인구통계학적 특성

에 부정적인 요인,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 본 사업 내용

대상자는 총 219명이고, 남자 68.5%, 여자 31.5%이다. 현재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Variable

Intention not to

Intention to

Total

p

participate (N=75)

participate (N=144)

(N=219)

value

49 (65.3)

101 (70.1)

150 (68.5)

Gender (n, %)

0.567

Male
Female

26 (34.7)

43 (29.9)

69 (31.5)

39.7±8.5

42.6±8.8

41.6±8.8

Private clinic

19 (25.3)

52 (36.1)

71 (32.4)

Public hospital

11 (14.7)

11 (7.6)

22 (10.0)

Age (yrs)
Workplace (n, %)

0.228

University hospital

31 (41.3)

55 (38.2)

86 (39.3)

Private hospital(including mental hospitals)

14 (18.7)

26 (18.1)

40 (18.3)

6.2±5.4

6.9±6.1

6.7±5.9

34 (45.3)

61 (42.4)

95 (43.4)

Career duration as psychiatrist (yrs)
Location of workplace (n, %)
Metropolitan city other than Seoul

12 (16.0)

22 (15.3)

34 (15.5)

City other than a metropolitan city

27 (36.0)

55 (38.2)

82 (37.4)

Township (Gun, Myeon etc.)

2 (2.7)

5 (3.5)

7 (3.2)

No response

0 (0.0)

1 (0.7)

1 (0.5)

Outpatient (mainly insurance service)

25 (33.3)

58 (40.3)

83 (37.9)

Outpatient & inpatient*

29 (38.7)

50 (34.7)

79 (36.1)

Inpatient

13 (17.3)

31 (21.5)

44 (20.1)

8 (10.7)

3 (2.1)

11 (5.0)

0 (0.0)

2 (1.4)

2 (0.9)

Type of practice (n, %)

0.049

†

No response

0.411
0.938

Seoul

Outpatient (mainly non-insurance service)

0.018

‡

Data are presented as numbers, % or mean value. * : Outpatient service for more than 8 hours per week, †: Outpatient service
for less than 8 hours per week, ‡: Psychotherapy,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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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근무지로 대학병원 39.3%, 개인의원 32.4%, 사립

회의 의사소통(4.005점)이 4점 이상으로 높았다. 향후 정신건

병원 18.3%, 국공립병원 10.0%순이다. 진료 형태로 외래환자

강검진에서 가장 필요한 방식에서는 전문의 대면 진료를 통

진료 37.9%, 외래 및 입원환자진료 36.1%, 입원환자진료

한 검진(3.889점)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전문

20.1%, 비보험진료 5.0%이다. 조사 대상자의 대다수인 90.9%

의 상담 시에 가장 선호하는 검진 방식에서는 면담과 함께 자

가 본 사업의 취지와 시행에 찬성하고 반대는 9.1%이다. 하지

가보고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방식에 대해 84.9%로 대다수가

만 실제 시행 시 참여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참여 65.8%, 불

동의하였고, Z코드 사용에 대해서도 60.7%가 동의하고 8.7%

참 34.2%로 좀 더 낮은 참여의향을 보였다. 참여의향을 가진

만이 반대하였다(Table 3).

군이(평균 42.6세) 불참의향을 가진 군(평균 39.7세)보다 연령

고

이 유의하게 많았다(p=0.018). 주요 진료 영역에서는 외래환

찰

자 보험진료 군에서 참여 군이 유의하게 많았고, 비보험진료
군에서 불참 군이 유의하게 많았다(p=0.049)(Table 1).

설문조사 결과, 본 사업의 취지와 시행에 찬성한다는 답변
이 조사 대상자의 대다수인 199명(90.9%)였지만, 그에 반해

50대 정신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의견

참여의향을 답한 대상자는 144명(65.8%)로 찬성의사에 비해

본 사업에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4가지 항목은 대체로

낮다. 참여 군과 불참 군의 차이를 보면, 참여 군이 연령이 높

비슷한 점수를 보였고, 참여 군과 불참 군에서 유의한 차이

고, 외래환자 보험진료가 많았고, 불참 군에서 비보험진료가

를 보였다. 본 사업에서 부정적인 요인에서는 정신과에 대한

많았다. 이는 사업의 주 대상인 개인의원 전문의의 연령이 더

편견과 차별(3.795점), 낮은 의료수가(3.784점), 보건소 보고의

높은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불편함(3.664점)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높았다. 모든 항목에

본 사업에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4가지 항목이 대체로

서 참여 군과 불참 군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보건소

비슷한 점수를 보였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신

보고의 불편함에서 불참 군(3.890점)이 참여 군(3.543점)에

과에 대한 편견 감소가 좀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동시에 사업

비해 높았다(p=0.082).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낮은 보

에서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정신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상(27.4%)와 행정처리의 부담(26%), 근무기관상황(17.8%), 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효과

에 대한 불신(10.5%),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임(3.2%) 순이었

가 편견감소에 긍정적이라는 기대와 함께 사업의 현실적 어려

다. 다만, 불참 군에서는 근무기관 상황(32.0%)이 좀 더 높았

움이 편견에 있을 것이라는 회원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결과로

다(p=0.011)(Table 2).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자료 기준 11년 연속 OECD 국
가 중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울증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조기 진단과 치료는 매우 중요하지만, 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

보완해야 할 점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확대(4.134

견 및 항우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고, 이로 인해 의료

점),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4.131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용률이 낮고,4 치료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12,13 그러므로

의 적극적인 참여(4.014점), 담당부처 공무원과 학회 및 의사

성공적인 정신건강검진을 위해서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인식

Table 2. Opinions on mental health screening
Intention not to

Intention to

Total

p

participate (N=75)

participate (N=144)

(N=219)

value

1. Improving the understanding of mental illness

3.378

3.824

3.671

0.003

2. Reducing prejudice against psychiatry

3.351

3.817

3.657

0.022

3. Increasing visits by normal or at risk individuals

3.351

3.725

3.597

0.047

4. Early detection of psychiatric patients

3.419

3.664

3.579

0.107

1.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psychiatry

3.676

3.858

3.795

0.568

2. Low Health insurance reimbursement

3.808

3.771

3.784

0.442

3. Inconvenience of reporting to public health center

3.890

3.543

3.664

0.082

4. Exclusion of hospitals

3.113

3.203

3.172

0.769

Variable
Positive effects expected from the project

Factors expect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project

Data are rated by 5 point scale according to importance &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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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ggestions on mental health screening
Total (N=219)
Things to improve
1. Increased compensation to medical institutions

4.134

2. Active promotion and guidance about the project

4.131

3. Active participation of psychiatrists

4.014

4. Communication with government officials-in-charge

4.005

5. Managing and supporting consultation room for mental health screening

3.533

6. Expanding the pool of participants

3.455

7. Expansion to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beside the clinics

3.214

Preferred screening methods (n, %)
1. Self-report tests must be done together with interview

133 (60.7)

2. Self-report tests (some subjects) with interview

53 (24.2)

3. Face-to-face psychological examination with clinical psychologist after interview with psychiatrist

28 (12.8)

4. Interview with psychiatrist

4 (1.8)

5. No response

1 (0.5)

Proper screening methods
1. Psychiatrist interview-based mental health screening

3.889

2. Self-report questionnaire based mental health screening

3.195

3. Internet-based online mental health screening

2.571

4. Telephone-based mental health screening by professional counselors

2.089

Data are presented as numbers, % or rated by 5 point scale according to importance & necessity

체적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7 다른 질병에

변화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일본에서도 늘어나는 자살자 수의 원인을 정신과에 대한

대한 진료와 비교해서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18 이런 상황에

낮은 접근성과 치료하지 않은 우울증으로 생각하였다. 이로

서 검진을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정해진 정도의 자가보고설

인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

문지와 면담수가만으로 많은 정상군을 보는 것은 추가적인

신건강검진을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회사에서 정신건강검진

행정처리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시행되면 응답이 노출될 위험이 있고, 결과에 따른 차별에

성공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면담수가 외의 적

대한 우려로 참여율이 낮고, 과소진단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처리의 간소화 또

문제였다.14 국내 연구에서도 직장에서 우울증인 것을 알면 직

한 필요하다.

장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인식이 많아 조기
15

향후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방식을 묻는 질문에서 전문의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대면 진료를 통한 검진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때 본 사업은 지역사회 의원에서 시행되는 만큼 직장 내 검진

점수를 받았다. 면담과 함께 자가보고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보다 참여율과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것에 대해서도 84.9%가 동의하였다. 외국에서도 위험 군을

본 사업에서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정신과에 대한 편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전국

견과 차별과 함께 낮은 의료수가, 보건소 보고의 불편함이 점

민을 대상으로 한 Beyond blu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치료받

수가 높았다. 또한 참여 군에 비해 불참 군에서 보건소 보고

고 있지 않은 우울증 및 불안증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해

의 불편함이 더 점수가 높았다.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가보고 설문지를 통한 검진을 시행하고

대해서도 낮은 보상과 행정처리의 부담을 가장 많이 염려했

있고,19 미국자살예방재단은 자살 위험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

다. 또한 보완해야 할 항목에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확대

으로 웹사이트 설문지를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치료를

가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정신과 의료 수가는 낮은 편으

지원하고 있다.20 하지만 우울증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로, 정신과 개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저수

때문에 단일한 자가보고 설문지로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16

가 정책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울증

힘들다.21,22 미국질병예방특별위원회의 2016년 발표에서도 우

은 다른 질병들처럼 특정 검사만으로 진단이 불가능하고, 전

울증의 검진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효과적인 치료, 지속적

반적인 임상 정보와 정신병리,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측면, 신

인 경과관찰이 가능한 시스템에서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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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민 등

고,23 다른 연구에서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정신건
24

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나 접근성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에 의한 검진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차의료기
관에 전문의가 많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가로 인

학과 전문의를 통한 정신건강검진의 새로운 모델로 효과성
평가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심 단어 : 베이비붐 세대·정신건강검진·우울증·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해 전문의들의 정신건강검진 참여가 가능하다. 본 사업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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