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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evaluated the role of smartphone application in the self-assessment of three psychiatric symptoms: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Methods : A total of 5,646 respondents were evaluated with three scales (Perceived Stress Scale, PSS,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y for Depression, CES-D, 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 via smartphone
application ‘mindscan’. We analyzed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e levels of three symptoms, an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scores on all three scales.
Results : The mean total scores of PSS, CES-D, and SSI were 24.86, 35.15, and 18.03, respectively. Wome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PSS, CES-D, and SSI when compared with men. Younger users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score on all three scales when compared with older users. The scores on all
three scales were higher than in other studies with off-line surveys. The P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ES-D (r=0.690), and with SSI (r=0.367). The CES-D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SI (r=0.540).
Conclusions : A smartphone application for mental health based on three scales (PSS, CES-D, and SSI)
is a relatively useful screening tool compared with off-line general population survey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three scales refl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psychiatric symptoms observed in clinical practice. (Anxiety and Mood 2018;14(2):135-141)
KEY WORDS : Mental health·Smartphone·Stress·Depression·Suicidal ideation.

서

론

인지하고, 삶의 정상적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으며, 생산적
이고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녕
(well-being)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1 또한 2004년 모든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신건강을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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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부담(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s)
의 약 13%가 정신신경 질환에 기인한다고 하고 예방이 부담
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2 그러나
2011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정신질환관련 정부 연
구개발 투자의 규모는 인구 1인당 458원 수준으로 미국과 비
교하였을 때 2% 수준이며 다른 질병군에 대한 지원보다 적
다.3 따라서 효율적으로 정신건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
적 조기에 평가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점차 증가하
고 있는데, 이는 개인 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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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유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더 그러한 경향성을 갖

수없이 언급되고 연구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14 자살은

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저한 증상 발현으로 병원을

죽음을 스스로 원해서 치명적인 행동을 통해 사망에 이르는

찾는 환자들에 비해 비환자군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으

것으로 자살행동에 앞서 발생하는 자살사고의 평가가 중요하

로 병원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환자에 비해 적은 의

다. 자살사고는 의사와의 면담이 아니면 쉽게 파악하기 어렵

사 수, 즉 정신보건 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 부족의 문제, 정

고 대개 자살사고로 인한 자살행동이 있은 후에 응급실을 방

신질환자가 된다는 낙인(stigma)에 대한 두려움 등 낮은 접근

문하여 정신건강의학적 개입이 시작되어서야 제대로 평가되

성의 문제, 비용의 문제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4-6 이러한

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자살사고의 조기 평가도 중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스

요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활

마트폰의 활용은 위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용 가치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세 가지의 증상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빅데이터 확보의

은 정신건강의 평가에서 중요한 영역들로서 스마트폰 어플리

용이성 등에서 장점을 갖는다.7 특히,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

케이션의 활용에 대한 유용성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

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기 개입으로서의 활용

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우울, 자살사고 등을 측정

8

가치가 극대화 될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하는 척도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행하는 경우에

이러한 정신건강 분야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례는 점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호주의 설문 연구에서 스마트폰

도 임상에서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임상적 유용성이 있을 것
이라 가정하였다.

을 이용하여 스스로 정신건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마인드스캔을 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정도로 높은 활용가치를 시

용하여 스트레스(Perceived Stress Scale, PSS), 우울(Center

사하였고 최근에는 다양한 정신증상들에 대해 스마트폰 어플

for Epidemiologic Study for Depression, CES-D) , 자살

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평가, 관리할 뿐 아니라 인지행동치료와

(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 관련 척도를 수행한 사용

같은 비약물학적 중재를 서비스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

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마인드스캔 어플리케이션의 선별

9,10

다.

특히, 자기보고형(self-report) 척도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검사로서의 유용성, 각 척도 간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비교적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방

한편,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자신의 주관적, 심리적 안녕

법

상태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임상에서의 평가를 위한 면
담에서 빈번하게 평가되는 주요 정신질환 증상들은 스트레스,

대 상

우울감, 자살사고 등이 있다. 이 중 정신건강의 평가에 일반적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년간 스마트폰에서 ‘마인

으로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증상은 우울이며, 대개 병원에서

드스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자

의사와의 구조화된 면담을 통한 임상적 평가와 각종 척도를

가보고식 척도를 수행한 6,97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한 가지

통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병원 내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척도에 2회 이상 중복하여 여러 번 시행한 응답자는 제외하

에서 환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 접근에의 문턱이 높다. 스마트

여 총 5,646명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정신건강 관련 어

폰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은 이러한 측면에서 강점을 갖는다.

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마인드스캔은 정신건강을 사용자 스

또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울증을 유발하고, 우울증 소인

스로 평가해보고 관련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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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사람에서 증상을 발현시키는 위험인자로 작용한다.

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다. 2014년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힘든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에서 외부 업체에 아웃소싱의 형태로 제작한 뒤 꾸준히 관리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의미하며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

하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마인드스캔은 아이폰(IOS) 및

과 같은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고, 무료로 다운

12,13

로드 받아 실행 후 간략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자가진단

양한 신체적 증상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우울과의 연관성 뿐 아니라 스트레스는 사람들에게 정신건강

체크리스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는 전북대

의 안녕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친숙하고 빈번히 사용되는 용

학교 병원 임상시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어 중 하나라는 점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조기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평가의 이점이 있다.
우울은 자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 자살률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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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희 등

건강을 사용자 스스로 평가해보고 관련 정보들에 접근할 수

비교하였고 성별(남성, 여성) 비교를 위해 독립t검정, 연령별

있도록 개발되었다. 생각, 행동, 직무, 감정의 네 가지 영역에

(20대, 30대, 40대, 50대) 비교를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수행

대해 총 12개의 정신건강 관련 척도를 시행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척도별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의 척도

되어 있는데 ‘생각’ 영역에서는 자살사고, 스트레스, 외상후

모두에 응답한 인원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Pear-

스트레스장애, 사고지각 민감상태의 네 가지 척도를, ‘행동’

son 상관계수를 측정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양방향 0.05

영역에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한 가지 척도를, ‘직

미만으로 하였다.

무’ 영역에서는 스트레스반응, 한국인직무스트레스, 탈진의

결

세 가지 척도를, 마지막으로 ‘감정’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우울

과

증, 성인우울증, 노인우울증, 한국형 조울병 선별검사의 네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지 척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마인드스캔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총 5,646명의 데이터를
스트레스자각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
1983년 Cohen 등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서 1개월 전의 기

분석하였다.
이 중 남성은 1,506명(26.7%), 여성은 4,140명(73.3%)으로

간 동안 피검자가 지각한 스트레스 경험에 대해 5점 likert 척

전반적으로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20대

도로 평가하는 14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이다.15 마인드스

가 3,431명(60.7%), 30대가 1,376명(24.4%), 40대가 546명

캔 어플리케이션에 설치된 척도는 1988년 개정된 10개 문항의

(9.7%), 50대가 293명(5.2%)으로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

PSS를 번역한 한글판 스트레스 자각척도를 사용하였다. 총점

지하였다(Table 1).

의 범위는 0~4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Lee 등16이 종합병원 근로 여성
을 대상으로 한 PSS 점수의 평균은 20.69점이었다.

척도별 성별, 연령별 차이
척도별 참여 인원은 성별을 기준으로 PSS의 경우, 남성과
여성 각각 1,027명(25.2%), 3,044명(74.8%)이었으며, CES-D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y for Depression,

의 경우, 각각 1,089명(25.0%), 3,267명(75.0%)이었고, SSI의

CES-D)

경우, 각각 525명(25.5%), 1,535명(74.5%)으로 세 척도 모두에

미국 정신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iute of Mental Health,

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을 기준으로는

NIMH)에 의해 1971년 개발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PSS, CES-D, SSI 모두에서 20~29세가 각각 2,454명(60.3%),

보고형(self-report) 우울척도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했

2,764명(63.5%), 1,487명(72.2%)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

던 우울증상의 빈도에 따라 우울증상을 네 단계의 수준으로

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줄어들었다(Table 2).

17

측정하며 총점은 0에서 60점까지이다. Cho 등 에 따르면 지

각 척도의 성별 평균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PSS의

역사회군에서의 평균은 14.91점, 주요우울증군에서는 38.46

경우, 남성과 여성 각각 24.00점(SD±6.56), 25.15점(SD±6.44)

점이었다.

이었고(p＜0.001), CES-D의 경우, 각각 33.56점(SD±13.32),
35.68점(SD±12.96)이었으며(p＜0.001), SSI의 경우, 각각

자살사고 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
1979년 Beck 등이 개발한 총 19문항으로 된 임상의에 의
한 평가 설문지이나 Shin 등18이 자기보고형 설문지로 변형하
여 사용하여 왔다. 각 항목마다 3개의 문장 중 하나에 표시하
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부모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SSI의 평균점수는 30대 이하는 24.83점, 30대는 23.13
점, 40대는 22.77점, 50대는 21.80점으로 나타났다.19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Inc. PASW statistics for Windows,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ll)
N (%)
Sex
Male

1,506 (26.7)

Female

4,140 (73.3)

Age
20-29

3,431 (60.7)

30-39

1,376 (24.4)

40-49

546 (9.7)

50-59

293 (5.2)

Version 18.0. Chicag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척도별
(PSS, CES-D, SSI)로 대상 피험자들의 사회인구학적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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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SS, CES-D, SSI) and differences in sex, age groups
PSS

CES-D

SSI

N (%)

M (SD)

N (%)

M (SD)

N (%)

M (SD)

Male

1,027 (25.2)

24.00 (6.56)

1,089 (25.0)

33.56 (13.32)

525 (25.5)

17.16 (8.44)

Female

3,044 (74.8)

25.15 (6.44)

3,267 (75.0)

35.68 (12.96)

1,535 (74.5)

18.32 (7.22)

Sex

p-value

0.001*

0.001*

0.002*

Age
20-29

2,454 (60.3)

26.59 (5.59)

2,764 (63.5)

37.90 (11.41)

1,487 (72.2)

18.59 (7.32)

30-39

960 (23.6)

24.71 (6.09)

1,090 (25.0)

34.30 (13.19)

448 (21.7)

16.81 (7.78)

40-49

414 (10.2)

19.61 (6.38)

353 (8.1)

24.74 (14.41)

109 (5.3)

15.78 (8.45)

50-59

243 (5.9)

16.90 (5.58)

149 (3.4)

18.54 (12.98)

16 (0.8)

15.13 (10.18)

p-value

0.001
4,071 (100)

0.001

†

24.86 (6.49)

4,356 (100)

0.001

†

35.15 (13.08)

2,060 (100%)

†

18.03 (7.56)

* : Significant at p＜0.05 by t-test, † : Significant at p＜0.05 by ANOVA. N : number,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3. Differences between age groups
AGE
20-29

30-39
40-49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spond to all scales)
N (%)

PSS

CES-D

SSI

30-39

0.001*

0.001*

0.001*

40-49

0.001*

0.001*

0.001*

Male

50-59

0.001*

0.001*

0.399

Female

Sex
287 (21.9)
1,021 (78.1)

Age

40-49

0.001*

0.001*

1.000

50-59

0.001*

0.001*

1.000

20-29

969 (74.1)

50-59

0.001*

0.001*

1.000

30-39

281 (21.5)

40-49

55 (4.2)

50-59

3 (0.2)

* : Significant at p＜0.05 by Bonferroni post-hoc

1,308 (100)

17.16점(SD±17.16), 18.32점(SD±18.32)으로, 세 척도 모두에
서 여성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연령별로는 PSS의 경우,
20~29세가 26.59점(SD±5.59)이었고(p＜0.001), CES-D의 경
우, 20~29세가 37.71점(SD±11.41)이었으며(p＜0.001), SSI의
경우, 20~29세가 18.59점(SD±7.32)으로(p＜0.001), 모든 연령

N : number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PSS, CES-D, and SSI
PSS

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각 척도별로 연령군 간

CES-D

의 차이에 대해 사후검정(Bonferroni)을 실시하였을 때 PSS,

SSI

CES-D에서는 모든 연령군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SSI
에서는 20~29세와 30~39세 간, 20~29세와 40~49세 간 유의

PSS

CES-D

SSI

Age

1.000

0.690*

0.367*

-0.125*

1.000

0.540*

-0.164*

1.000

-0.166*

Age

1.000

* : Significant at p＜0.01 by pearson correlation test

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나머지 연령군 간에는 모두 유의미하

각 척도의 상관계수는 PSS가 –0.13, CES-D가 –0.16, SSI

지 않았다(Table 3). 이는 SSI의 경우, 높은 연령군의 적은 참

가 –0.17로 연령은 모든 척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여자수(40대 : 109명, 50대 : 16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SSI에서 가장 높은 음의 상관을 보였다(p＜0.001)(Table 5).

PSS, CES-D, SSI 척도 및 연령 간 상관관계

고

찰

세 척도 모두에 응답한 사용자는 총 1,308명이었으며 이 중
남성은 287명(21.9%), 여성은 1,021명(78.1%)이었다. 연령별로

최근 약 10년 동안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스마트

는 20대는 969명(74.1%), 30대는 281명(21.5%), 40대는 55명

폰은 다양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다목적적인

(4.2%), 50대는 3명(0.2%)이었다(Table 4). 각 척도별 상관관계

일상의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다.20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어

를 분석해 보았을 때, PSS와 CES-D의 상관계수가 0.69, PSS

플리케이션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2012년 9월까지 약

와 SSI가 0.36, CES-D와 SSI가 0.54로 나타나 스트레스와 우

1,520,000개의 모바일 기기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

울에서 가장 높은 양의 상관을 보였다(p＜0.001). 또한 연령과

고 이 중 약 13,600개는 건강관련 어플리케이션이었다.21 또한

138

Anxiety and Mood █ Volume 14, No 2 █ October, 2018

우정희 등

이 중에서도 6% 정도가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각 척도별 점수를 일반 인구에 대한 오프라인 수행 점수와

정신건강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이 반가운 이유는 임상

비교하였으며 각 척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현장이 제공할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범위가 제한적

척도를 수행한 사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

이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었다. 어플리케이션의 이용률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

건강증진 효과를 갖는 데에 다소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로 높았는데(73.3%)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대인관계 상

첫째, 공급 부족의 문제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에서 정서적 불편을 표현하는데 저항감이 적어 여성들이 자신

인구 100,000명 당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평균 9명이라고 보

의 정서적 불편을 표현할 공간이 주어졌을 때 남성에 비해 마

고하고 있으나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들은 1~3명을 밑돈다.4

인드스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데 보다 적극적이었을 수

둘째, 낮은 접근성의 문제이다.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는 낙인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25 또한 유병율과 관련하여 2016년

(Stigma)에 대한 두려움으로 접근이 어렵다.22,23 셋째, 비용의

발표된 정신질환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우울장애의

문제이다.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평가를 받고 싶더라도 의

평생유병률은 남성의 경우 3.0%, 여성의 경우 6.9%, 전체로는

사를 만나 구조화된 면담을 하고 설문지를 통한 척도를 수행

5.0%로 나타나 여성에서 2배 이상 높았다.26 연령별로는 전반

하는 데에 진료비, 검사비를 지불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

적으로 20대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타 연령대에 비

다. 호주의 연구 결과에서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면대면

해 스마트폰의 이용률이 높다는 점과 어플리케이션의 활용도

(face-to-face)의 경우, 10,000만명 당 845만 달러가 필요하나

가 높다는 점이 하나의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신건

온라인(online)의 경우 9만 7천 달러로 상당한 비용차이를 보

강에 대한 태도는 낮은 연령층, 고학력일수록 개방적이며,27

인다.7 따라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정신건강 분야의 활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층이 낙인에 대한 두려움에 가장 영향

용은 상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도구라는 점에서 필요성

을 받기 쉬우므로 익명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신건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강을 평가한다는 점이 어플리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

한편, 위 세 가지 문제점 이외에도 정신건강 관리체계의 구

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병률 측면에서는, 특히 우울과

조적 변화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의 필요성을 높이고

관련하여 20~29세의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2016년 정신

있다. 지금까지 OECD 국가들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탈병원

질환실태조사에서 연령집단별 우울증 유병률이 18~29세가

화(deinstitutionalisation)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즉, 다

남성 3.1%, 여성 2.9%, 전체 3.0%로 가장 높았던 결과에 비교

양한 정신증상에 대해 모두 병원이 이를 담당하기보다는 지

적 부합하였다.26

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흡수하는 비율이 점차 강화되
24

각 척도별 점수를 살펴보면, PSS의 경우 본 연구에서의 평

는 추세이다. 따라서 반드시 병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

균은 24.86점으로 병원근무자를 대상으로 PSS의 타당도와

니라면 지역사회에서의 증상 평가, 선별, 관리 등이 가능한

신뢰도를 알아본 Lee 등16의 연구에서 나타난 평균 20.68(±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4.49)점 보다도 높았다. 해당 연구에서의 대상자들이 병원의

이러한 관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의 이용자가 늘어

여성근무자로서 높은 스트레스 근무환경에 노출되었음을 고

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즉각적이고 간단하게 저비용으로 자신

려할 때 본 연구에서의 마인드스캔 사용자들은 상당히 높은

의 건강을 평가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관리 도구

수준의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CES-D의

의 필요성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스마

경우 본 연구에서의 평균이 35.15점으로 Cho 등17의 연구에

트폰 이용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스

서 지역사회군에서 14.91점, 주요우울증군에서 38.46점이었

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5년 3,300만 명에서 2016년 3,900만

던 것과 비교하여 보면 주요우울증군에 근접하는 높은 우울

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2년에는 6,800만 명이 스마

수준을 나타내었다.17 또한 양성률을 25%로 설정하여 지역사

트폰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8 스마트폰 어플리케이

회를 대상으로 한 최적의 절단점을 21점으로 제시하였는데

션의 활용을 통한 정신건강 분야의 발전이 극대화될 수 있는

본 연구에서 21점을 절단점으로 하였을 때의 양성률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84.9%로 큰 차이를 보였다. SSI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평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신건강 분야에서 스마트폰 어플리

이 18.03점으로 서울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절망, 자

케이션 사용자들에 대해 알아보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척

살에 대해 연구한 Shin 등18의 연구에서 SSI 점수 평균이 남

도의 활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기 위해 스트레스,

성에서 9.37점, 여성에서 10.05점으로 측정된 것에 비해 상당

우울, 자살의 정신건강 척도(PSS, CES-D, SSI)를 수행한 데

히 높았다. 이러한 차이들에 대해, 먼저 마인드스캔 사용자들

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 이미 증상 고위험군이 많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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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Kim 등28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건

데이트를 통해 익명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들의 교육

강 욕구에 대해 혼자서 해결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

수준,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단, 생활수준, 가족력 등 다양한 변

고 한 점을 보면, 혼자 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어플리

인들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케이션을 통한 자가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수 있다.

결

마지막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척도를 수행하는 환

론

경 자체가 높은 위양성률을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임상

각 척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PSS와 CES-

에서의 정신건강 증진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어 이를 극

D(r=0.690)는 유의미하게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영역에서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접근성

었고, 다음으로 CES-D와 SSI(r=0.540), PSS와 SSI(r=0.367)

이 높고,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저비용의 대안적 도구가

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또한 우울감과 자

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정신건강증진에의 활용은 효율

살사고도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우울감이 스트레스와

적, 효과적인 도구로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자살사고를 매개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척

이에 본 연구의 저자들은 정신건강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

도 간 연관성은 임상 상황에서도 자주 관찰되며 스마트폰 어

케이션인 ‘마인드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우울, 자

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척도의 수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성을

살에 대한 척도를 수행한 사용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고 선별

잘 반영하는 점을 고려하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의 적용

검사로서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

이 선별도구로서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음 세 가지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사용자들은 여성과 20대

를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의 비율이 높았고 이는 타 연구들의 결과와도 부합하였다. 둘

이용하여 세 가지 척도를 수행한 데이터가 지역사회 평균보

째, 세 가지 척도 모두에서 타 연구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

다 모두 높게 분포함으로써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지역

타내었고 이는 사용자들이 고위험군 비율이 높았거나 선별

사회 정신건강 선별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임상 상

검사로서 고위험군에 대한 유용성이 높은 민감한 도구일 가

황을 잘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추후

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상관분석을 통해 세 척도 간 유의

민감도와 타당도에 대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임상 상황과 유사한 면이

보인다.

있어 추후 타당도, 민감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보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익명성을 중시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정신증상 자가평가를 위해 조기에

하는 점 때문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에게 요구

증상을 평가하는 데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하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학적 변인(교육수준, 소득수준, 정신질환 등)의 수가 제한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별, 연령

중심 단어 : 정신건강·스마트폰·스트레스·우울·자살.

이외의 변인이 혼란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가능성, 익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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