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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by North Korean
defectors. The study sought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of use with socio-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the barriers of using mental health service.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from a sample of the 300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settled in
South Korea within the last three years, aged 18 years and older. Face-to-face interviews and a survey using the North Korean version of the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 were conducted.
Results : 21.0% of respondents reported the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Among them, 16.0% reported
the use of mental health specialty, 2.0% reported the use of general medical services, and 3.0% reported
the use of others. Of the respondents who had one or more psychiatric disorders, 28.8% used mental health
services. The highest rate of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was by respondents who are aged over 50 years
old, had less than 10 years of education, and were unemployed. Of those who suffered from a psychiatric
disorder but did not seek for consultation, 74.4% said that they could handle the problem by themselves,
and 74.6% asserted that they had no psychiatric disorder.
Conclusion :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used mental health services more than the general
South Korean population. It would be crucial to provide appropriate mental health services based on the
needs of North Korean. (Anxiety and Mood 2018;14(1):28-35)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Mental health services·Mental health.

서

론

특수한 위험요인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PTSD) 등의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보

전 세계의 이주민 수는 1975년 이후로 기존의 두 배 이상
1

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서 이주민은 이주 이

으로 급격히 늘고 있으며, 수적인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정

전과 이주 중 경험한 외상적 사건으로 인하여 PTSD 발병률

착국가에서의 적응 문제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을 29.9%까지 보고하고 있으며,2,3 이주 국가에 정착하는 과

주민들은 일반 인구와 다르게 정착과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에서 문화 및 정책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적응을 어려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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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역시 높은 비율로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3-5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또한 마찬가지이다. 49.3%에
서 81.4%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거주 시 굶주림,
공개 처형, 교정시설 수감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한
가지 이상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하였다.6 또한 탈북 과정 중
중간지점으로 거쳐 오는 제3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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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은 등

방

록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 가난과 학대에 대한 노출 가능성

법

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해 우울, PTSD, 자살사고, 알코올 남
용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
7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다. 남한 입국 이후에도 본국에서의 사회문화적인 적응과 관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북한이탈

련된 스트레스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영향을 줄

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추적관찰 연구 과정의 일환으로

것이다. 이렇듯 탈북 단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외상과 정신

2016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

적 스트레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질환을 유발시키고, 악

해 전국 하나센터에 등록한 북한이탈주민 중 최근 3년 이내

화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에 남한으로 입국한 18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300명을 모집

2005년 이후부터 남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사전에 연구자들로부터 연구에 대한

증가하여, 매년 1,0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고 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들이었다.

으며,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

연구대상자들은 정신질환을 평가하기 위해 북한어판 Com-

8

탈주민의 수는 31,339명에 달한다. 이처럼 증가하는 북한이

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이하 NK-CIDI)

탈주민들의 수에 따라 이들의 지속적인 정신건강관리 필요성

를 실시하였고, 정신건강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문항과 사회 인

에 대한 요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

구학적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 설문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한에 입국한 후 실제로 정신건강관리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삼성서울병원 임상연구위원회의 승인(IRB No. SMC 2015-

부족한 실정이다.

05-042-008)을 받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하나센터를 통해
먼저 이루어진다. 2008년부터 하나원에 정신건강전문의를 배

연구 도구

치하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기 선별검
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전국에 분포된 하나센터에

북한어판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

서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NK-CIDI)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이 강해서

본 연구에서는 NK-CIDI를 사용하여 대상자들의 정신질

정신건강관련 서비스 방문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선행연

환 여부를 측정하였다. CIDI는 DSM-IV의 정의와 기준을 사

구에 따르면, 2012년 이전에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용하여 정신병리에 대한 역학 및 비교 연구를 위해 고안된 완

9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16.7%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히 구조화된 검사 도구이다.11 이 도구는 423개의 기본 문항

일반 인구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과 15개의 진단 범주별로 구성되어 있고, 18세 이상의 응답자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남한의 18세 이상 일반 인구의

용으로 고안되어 다양한 교육 및 문화적 배경과 지적 능력의

9.6%가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것에 비하면 높

대상자들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횡문화적 대규모 정신병리

10

은 결과였지만, 외국에 비하면 낮은 것이었다.

역학조사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12

이처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정신보

NK-CIDI는 Lee 등13이 북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

건서비스를 계획하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여 한국어판 CIDI를 북한어로 번역한 것이다. NK-CIDI는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기존의

북한어를 전공한 1인과 한국 표준어와 북한어 모두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연구들이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질

국어학자 2인, 북한이탈주민 진료 경험이 많은 하나원 소속

환 유병률과 이를 악화시키는 위험요소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으로 구성된 번역위원회에 의해

면, 다음 단계로 이들의 정신건강에 예방적 또는 치료적으로

번역되었고, 신뢰도 및 타당도까지 검증되었다.

개입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이

본 연구에서는 NK-CIDI를 통해 진단되는 정신질환 중 북

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

한이탈주민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주요우울장애, 기분

강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 인구학적 특징 및 정신

부전장애, 범불안장애, PTSD, 광장공포증, 공황장애, 특정공

질환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의 차이와 북한이탈주민

포증, 사회공포증, 니코틴 의존, 니코틴 금단, 알코올 의존, 알

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

코올 남용을 중심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설문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설문은 WHO World Mental
Anxiety and Mood █ Volume 14, No 1 █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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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Health(이하 WMH)에 포함된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전문가와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처
음으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상의한 전문가는 누구였습니
14,15

까?”와 같은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사회 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서비스 이용

선택지 목록에 포함된

30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전문가는 ‘정신건강 전문가서비스’(정신과 의사, 다른 정신건

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21.0%가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해

강 전문가), ‘일반 의료’(비 정신과 의사, 한의사, 침술사, 한약

본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정신건강 전문가서비스는

방 등, 일반 간호사, 약사), ‘ 기타 서비스’(목사, 신부, 스님 등

16.0%, 일반 의료서비스는 2.0%, 기타 서비스는 3.0%의 대상

과 같은 종교인 혹은 성직자, 무당, 기타)로 구분하였고, 이를

자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포함하여 ‘모든 정신건강서비스’라고 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특징에 따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의 차이를

또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연령 집단에 따른 정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도

건강서비스 이용률의 차이가 나타났다. 51세 이상 연령층에서

움을 받지 않은 이유에는 “나는 정신질환이 없다(정신건강상

모든 정신건강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26.4% ; χ2=

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정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3.90, p＜0.05).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차이가 나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되었

났는데, 가장 낮은 교육수준(0~10년의 교육기간) 집단에서

다”, “문제가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문제가 저절

정신건강 전문가서비스와(22.5% ; χ2=4.32, p＜0.05), 모든 정

로 좋아졌다”, “문제로 인해 많이 괴롭지 않았다”, “치료가 될

신건강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29.2%; χ2=6.94, p＜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치료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0.01).

않았다)” 등이 포함되었고, 이에 응답자들은 “예” 또는 “아니
15

오”로 대답하였다.

직업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이 모든 정신건강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이에 비해 주부 및 학생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가장 낮았다(각각 27.0%, 11.1% ; χ2=8.03, p＜ 0.05).

자료 분석

의료보험 가입 종류에 따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에서

본 연구에서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차이가 나타났다. 의료급여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신건

(SPSS) version 21.0 for window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

강 전문가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17.5% ; χ2=1.33, p=

시하였다.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및 성별이 남한 인구

0.51),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기타 서비스를

분포와 차이가 크므로, 남한 인구의 연령 및 성별 인구분포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8% ; χ2=12.93, p＜

비율에 맞추어 각 개인별로 가중치를 주었고, 서비스 이용에

0.01).

대한 분석 시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 및 정신질환 여부 및 종류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종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특히, 사회 인구학적 특징 중 연령, 교육

진단 분류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정신질환의 수와 진단 분류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의
차이를 Table 2, 3에 기술하였다.

수준, 월수입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의 차이를 검증하

먼저,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중 모든 정신

기 위해서 카이제곱검정 선형 대 선형 결합(chi-square test

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28.8%, 정신건강 전문가서비스

linear by linear association)을 이용한 경향분석을 실시하였

를 이용한 비율은 23.0%였다. 정신질환의 수에 따라 서비스

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들 중 정신건강서비

이용률도 달라졌다. 두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스를 이용하지 않은 군에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중 37.0%가 모든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였고, 28.8%가 정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건강 전문가서비스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질환

는 통계적 유의수준을 p＜0.05로 하고, p값이 그 미만일 때

이 없거나 한 개의 정신질환만 있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은 결과였다(χ2=31.79, p＜0.001 ; χ2=26.56, p＜0.001).
정신질환 진단분류에 따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도 달랐
다. 공황장애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신건강 전문가서비
스를 포함한 모든 정신건강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92.3%). 그 다음으로 기분부전장애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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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신건강 전문가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였고(52.6%), 이를
포함하여 68.4%의 기분부전장애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모든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정신질환 치료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
정신질환이 있지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Table 4).

Table 1.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among respondents based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Weighted %±SE

Total
respondents

Any service

Mental health specialty

General medical

Others

Sex
Female

143

23.8±2.5

16.7±2.2

2.8±1.0

4.9±1.2

Male

157

18.5±2.2

15.9±2.1

1.3±0.7

1.3±0.7

Age (years)
51-73

106

26.4±2.5*

19.8±2.3

1.9±0.8

4.7±1.2

36-50

95

21.1±2.4

15.8±2.1

2.1±0.8

3.2±1.0

18-35

99

15.2±2.1

13.0±1.9

2.0±0.8

1.0±0.6

91

13.2±2.0

11.0±1.8*

1.1±0.6

1.1±0.6

120

20.8±2.3

15.8±2.1

1.7±0.7

3.3±1.0

89

29.2±2.6

22.5±2.4

3.4±1.0

3.4±1.0

Education (years)
≥12
11
0-10

†

Employment status
Employed

95

14.6±2.1*

12.6±1.9

1.1±0.6

0.0±0.0

163

27.0±2.6

19.6±2.3

2.5±0.9

4.9±1.3

36

11.1±1.8

8.3±1.6

0.0±0.0

2.8±1.0

Married

107

22.4±2.4

18.7±2.3

0.9±0.5

2.8±1.0

Widowed/separated/divorced

110

21.8±2.4

15.5±2.1

1.8±0.8

4.5±1.2

83

18.1±2.2

14.5±2.0

2.4±0.9

1.2±0.6

Unemployed
Housewife/student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Monthly income (US dollar)
0-454
455-1363

92

27.2±2.6

19.6±2.3

3.3±1.0

4.3±1.2

115

19.1±2.3

15.7±2.1

1.7±0.8

1.7±0.8

1364-2727

80

17.5±2.2

12.7±1.9

0.0±0.0

3.8±1.1

≥2728

10

20.0±2.3

20.0±2.3

0.0±0.0

0.0±0.0

Urbanicity
Metropolitan

82

19.5±2.3

14.6±2.1

1.2±0.6

3.7±1.1

Other urban

112

20.5±2.4

16.1±2.1

3.6±1.1

0.9±0.6

99

19.2±2.3

14.1±2.0

1.0±0.6

4.0±1.1

No medical security

19

26.3±2.6

10.5±1.8

0.0±0.0

15.8±2.2

Medical assistance

228

22.4±2.5

17.5±2.3

2.6±0.9

2.2±0.9

Medical insurance

35

11.4±1.9

11.4±1.9

0.0±0.0

0.0±0.0

Rural
Medical security

†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 value＜0.05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mental health service use,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 value＜0.01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mental health service use
Table 2.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based on the presence of psychiatric disorder
Respondent group
All respondents

Person
300

n (weighted %±SE)
Any service

Mental health specialty

General medical

Others

63 (21.0±2.4)

48 (16.0±2.1)

6 (2.0±0.8)

9 (3.0±1.0)

Number of psychiatric disorder
None
One disorder
Two or more disorders

109

8 (7.3±2.5)*

4 (3.7±1.8)*

1 (0.9±0.9)

3 (2.8±1.6)

72

12 (16.7±4.4)

10 (13.9±4.1)

0 (0.0±0.0)

2 (2.8±1.9)

119

44 (37.0±4.4)

34 (28.8±4.2)

5 (4.2±1.8)

4 (3.4±1.0)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 value＜0.001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mental health service use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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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정신질환이 없다(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

연구 결과, 21.0%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신건강서

했다’에 응답한 비율이 74.6%로 가장 높았다. 74.4%는 ‘그 정

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18세 이상

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전

의 일반 인구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정신질환

문가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문제가 저절로 좋

실태 조사에서 9.6%만이 평생에 걸쳐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

아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55.7%로 반수 이상으

가와 상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10과 비교하여 약 2배 이상

로 나타났다.

으로 높은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이

하지만 치료비에 대한 부담, 교통편 문제 및 이전 과거의 효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28.8%가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였

과가 없었던 치료 경험으로 인해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은 비

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중 정신질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

율은 극히 낮았다(각각 11.1%, 6.0%, 5.3%).

람들 중 22.2%가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10 높은 결과이지만, 캐나다 46.5%, 미국 43.1%,

고

찰

벨기에 39.5%, 뉴질랜드 38.9% 등 서구 주요 국가에 비해서
는 낮은 비율이었다.10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 이내에 남한에 입국한 18세 이상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남한 일

의 북한이탈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인

반 인구보다 높은 이유는 북한이탈주민들만이 특수하게 경험

구학적 특징 및 정신질환 유무와 종류에 따른 정신건강서비

하는 외상경험과 그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의 증상 정도가 높

스 이용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은 강제송환, 고문 등

Table 3.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among respondents based on psychiatric disorder
Respondent group

Person

Major depressive disorder

64

Weighted %±SE
Any service

Mental health specialty

General medical

Others

42.2±6.2

29.7±5.7

4.7±2.6

7.8±3.4
15.8±8.4

Dysthymia

19

68.4±10.7

52.6±11.5

-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40

12.8±5.3

12.5±5.2

2.5±2.5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33

30.3±8.0

24.2±7.5

6.1±4.2

-

Agoraphobia

12

25.0±12.5

16.7±10.8

8.3±8.0

-

Panic disorder

13

92.3±7.4

92.3±7.4

-

7.8±3.8

Specific phobia

51

34.6±6.7

21.6±5.8

3.9±2.7

Social phobia

13

35.7±13.3

30.8±12.8

-

-

Nicotine dependence

55

16.4±5.0

16.4±5.0

-

-

Alcohol dependence

50

30.0±6.5

28.0±6.3

2.0±2.0

-

Alcohol abuse

52

15.7±5.0

15.4±5.0

-

1.9±1.9

Table 4. Reason for not seeking treatment for mental illness among respondents
Respondents who did not seek treatment
Reason for no service use

for mental illness (Total=133)
(Weighted %±SE)

Belief that the respondents had no mental illness

74.6 ± 3.8

Wanting to handle the problem on their own

74.4 ± 3.8

Concerns about what others would think if they found out that the respondents

17.3 ± 3.3

were undergoing treatment
Belief that the problem would get better by itself

55.7 ± 4.3

Problem did get better by itself

47.2 ± 4.3

Problem did not bother him or her very much

42.3 ± 4.3

Belief that the treatment would not work

35.7 ± 4.2

The respondent received treatment before and it did not work
Financial burden
Transportation problem
Lack of knowledge of where to go for help

32

5.3 ± 1.9
11.1 ± 2.7
6.0 ± 2.1
22.3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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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외상에 노출되고, 그

용에 대한 연구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스웨덴 및 미국의 이

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PTSD 등의 다양한 정신질환을 경

주민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서비스를 많이 이용

험한다.16-18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53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23 이는 조사된 국가들의 이주민들은

Kim 등의 연구에서는 한 가지 이상의 외상 사건을 경험한

다양한 인종 및 민족으로 구성되어 문화적 차이가 서비스 사

대상자가 81.4%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전과 탈

용자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북한과 남한

19

북 과정 중 외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

은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공유하므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탈주민의 18.3%은 우울을 겪고, 32.5%는 불안을 겪는데, 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의 교육수준이 대체로 낮은

는 남한 일반 인구가 경험하는 우울, 불안의 정도에 비해 유

것처럼, 북한이탈주민들도 고령인 경우에 낮은 교육수준을

.7

의하게 더 높은 것이었다 게다가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의 정

가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연령과 교육수준의 변화에 따른 정

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한 환자 6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건강서비스 이용 정도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PTSD로 진단된 비율이 전체의 53%에 달할 정도로,20 북한이

북한이탈주민은 무직인 경우에 유의하게 정신건강서비스

탈주민의 정신질환 유병률과 정신증상의 정도는 우리나라의

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 이는 이주민이 무직으로 지내는 경우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주한 나라에서의 적응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에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심한 정신증상으로

위험요소가 된다는 것3과 같은 맥락이다. 즉, 현재 직업이 없

인해 심리적인 불편감 역시 높은 비율로 경험하기 때문에 우

는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적응이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고,

리나라의 일반 인구보다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더 많이 이

결과적으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어 정신건강서비스를

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신질환의 수에 따라 모든 정신

높은 비율로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강서비스, 정신건강 전문가서비스 이용률에 차이가 나타난

일반 인구에서도 한 달 수입이 적을수록 정신건강서비스를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즉, 두 가지 이상의 정신질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는데,15 이는 경제적인 수준이

환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정신건강서비스(37.0%) 및 정신건강

대상자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

전문가서비스 이용률(28.8%)이 가장 높았다. 또한 공황장애

여주는 결과이다.

(92.3%) 및 기분부전장애(52.6%)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정

그럼에도 정신질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대다수가 정신

신건강 전문가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PTSD(24.2%)

건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69.6%). 정신건

와 주요우울장애(29.7%)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정신건강

강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북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한이탈주민에서는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답이 가장 많았다(74.6%). 이는 우리나라의 2016년 정신질환

이 남한 일반 인구에 비해 높을 수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실태 조사에서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정신건강서비스

수 있다.

를 받지 않는 이유로 ‘정신질환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가장

본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에 따라서

높은 비율로 응답한 것과 일치한다

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나타났다. 정신건강 전문가

북한이탈주민은 우리나라의 일반 인구에 비해 정신장애에

서비스는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이

대한 인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신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하는

체 및 정신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장애에 대해 알고 있는 정

과정 중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의료비에 대한

도를 묻는 질문에, 특히 정신장애, 정서·행동장애와 같은 심

본인 부담이 없고, 심리 상담 및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이 지

리적 영역의 장애에 관한 모든 항목들을 남한 일반 인구보다

역 및 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21

더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북한이탈주민은 또한 높은 연령, 낮은 교육수준, 무직인 경

보이는 경향 또한 높았다.24 이는 북한 사회의 경제난으로 인

우에 정신건강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였다. 이는 남한의 일반

해 정신장애에 대한 관심과 치료 자체가 부족하고, 장애인은

인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결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낙오자이자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

과,15 45~64세의 고령, 0~11년의 낮은 교육수준인 사람들이

로 여기는 풍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북한이탈주

정신건강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들은 정신건강 전문가서비스 또

생각되므로,25 이들의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

한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역시 남한 일반 인구결과와 동일

기 위해서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기초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는 외국 이주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Anxiety and Mood █ Volume 14, No 1 █ April, 201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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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 및 정신질

중심 단어 : 북한이탈주민·정신건강서비스·정신건강.

환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로, 점점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및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역사회 및 정부 차원의 대책에 기초적인 자료
를 제공하고,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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