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울증상 해결자원의 유용성 신념에 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건강 방에 한 함의

이선혜*†, 서진환**, 정슬기*

* 앙 학교 사회과학 학 사회복지학부

** 성공회 학교 사회복지학과

Factors Affecting Beliefs on Usefulness of Resources to 

Alleviate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Adult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Prevention

Sun-Hae Lee*†, Jin-Hwan Suh**, Sul-Ki Chung*

* School of Social Welfare, College of Social Sciences, Chung-Ang University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ongHoe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beliefs of Koreans on the usefulness of various resources they use to alleviate depressive symptoms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beliefs on different approaches to depressive symptoms. Methods: A household survey was conducted 
on a stratified sample of adults of age 18～74 (N=1,607) in 2009.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ad a case vignette of depression 
and to provide their opinion about usefulness of 39 types of resources as ways of addressing the symptoms. Factors affecting opinions 
on usefulness of various resources were examined with logistic regression. Results: The three approaches identified via factor analysis 
were believed to be useful in the order of 'psychological/relational/ activity-oriented', 'lifestyle/cultural', and 'physical/medical' approaches.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correct recognition of symptoms increased the likelihood of positive opinion about 
psychological and physical approaches, and so did having current symptoms about physical and popular approaches. Past help-seeking 
experience increased the likelihood of negative opinion about physical approach, however. Conclusions: Strategies to adopt various types 
of resources need to be developed, including rigorous use of psychosocial methods, mechanisms to control service quality, and the 
integration of diverse resources into the current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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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울증은 수면이나 식사와 같은 건강의 영역을 넘어 가

족, 학업, 직장 등 사회적 영역 전반에 걸쳐 장애를 초래하

는 문제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를 포함한 대인서비스 분

야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처럼 여타의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도 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은 이유는, 국

내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우울증 평생유병율(WHO, 2001; 
조맹제 등, 2007), 질병부담에 대한 보고(박재현 등, 2006), 
자살의 주요 이유로 우울증이 지목되고 있는 현상을

(Barlow, 2005; Goodwin과 Jamison, 1990; Schultz 등, 2002; 
Waerna 등, 2003)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국

내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유명인들의 자살로 인해 학계나 

정신보건 실천현장의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의 우울증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保健敎育健康增進學 誌 第28卷 第2號(2011. 6) pp. 1-13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28, No.2(2011)



2  保健敎育健康增進學 誌 第28卷 第2號

OECD 최고치임을 강조하는 언론의 보도나 우울증을 전문

가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정신건강문제의 하나로 

강조하는 각종 TV 사회고발 프로그램 등은 이러한 관심 증

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정책적으로도 우울증에 대한 다양한 예방노력이 전

개되고 있는데, 지난 1999년부터 지역정신보건센터를 중심

으로 정신질환 예방홍보 사업을 시작, 2006년에는 우울증 

및 자살과 관련하여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을 추진, 
2008년에는 자살예방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듬해인 2009
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현재 정신보

건센터를 통해 수행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광역형센터

의 경우 정신질환 인식개선, 24시간 상담지원, 자살위기개

입체계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고위험군 조기검진, 교
육프로그램개발 및 교육지원, 홍보 및 교육사업을 포함하

며, 표준형센터의 경우 상담전화운영,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연계사업을 포함한다. 특히 표준형센터의 건강증진사

업은 성인우울증과 스트레스, 노인우울증과 치매의 발견 및 

치료연계를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이와 같이 국

내에서 우울증예방사업이 단기간에 확산된 점은 매우 괄목

할 만한 것으로, 개별 센터마다 차이는 존재하나 다양한 홍

보, 교육, 사례발굴, 상담, 연계에 대한 실적이 수도권의 경

우 수천 건에 이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우울증예방사업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선별검사나 우울증에 관한 지식 전달과 

전문서비스 이용을 강조하는 교육 위주로 수행되고 있는

데, 이러한 예방사업의 배경에는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전

문적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나 가족이 

겪고 있는 일련의 증상이나 행동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식별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다양한 방법 가운데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전

문적인 서비스 이용을 선택하고 또 이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으며, 이는 일별 매우 합

리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 우울증의 경우 정신분열병의 증

상과 달리 정신질환으로서의 특성이 다소 모호할 수도 있

어 우울증 관련 지식전달과 선별검사는 서비스 이용의 촉

진에 매우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

찍이 우울증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노력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예방사업을 수행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고한 외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우울증 해결을 위해서 실

제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문적 서비스 이용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시도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호주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이후 구미 각국에

서 도입, 시도된 전문적 서비스 이용촉진 전략의 주요 방향

은 역설적이게도 전문적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홍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울증 치료의 방안으로 당사자

와 가족 등 일반인의 견해를 묻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는 

서비스 저해요인의 중요한 부분이 당사자나 가족이 개입의 

유용성에 관해 전문가와 다른 견해를 갖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이라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Jorm 등, 1997a). 이들 연구

에 따르면, 일반인은 우울증상을 해소하기 위해 매우 다양

한 방법이나 대상을 동원하는 가운데 심리사회적, 행동적, 
환경적 개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Hall 
등, 2002; Jorm 등, 2005a), 이러한 신념은 특정 치료방법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 지식에 근거하기 보다는 개인이 이미 

갖고 있는 보건의료 개입에 관한 신념 체계 일반에서 비롯

된다는 것이다(Jorm 등, 1997b; Jorm 등, 2000a; Jorm 등, 
2005a).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예방전략의 

수립이 각국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실증적 

자료에 기초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상기한 외국 선행연구의 관점을 반영

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들 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들

은 우울증상과 정신분열증상의 해결방법으로 심리사회적 

접근, 대중문화적 접근, 신체의료적 접근의 순으로 유용하

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우울증에 대해서는 대

중문화적 접근을, 정신분열병에 대해서는 심리사회적 접근

을 더욱 유용하게 인식하였던 반면 신체의료적 접근과 관

련해서는 두 질환 모두에 대해 중립적 이거나 부정적인 입

장을 보였다(서진환과 이선혜, 2009). 또한, 우울증상을 해

결하기 위한 각종 방법에 있어 일부 항목에서 성별(예를 들

어, 종교인, 음주, 흡연 등)과 연령(친구, 종교인, 의료인, 음
주, 휴식, 정신질환치료제 등)에 따른 유용성 인식의 차이

가 발견되는 등 우울증상을 둘러싼 건강행동에 관한 실증

적 자료가 제시되었다(이선혜와 서진환, 2009).
그럼에도, 이 두 연구 모두 우울증상의 해결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기는 하나 이들의 유용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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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파악함에 있어 우울증과 정신분열병을 분리시키지 

않았는데(서진환과 이선혜, 2009), 이는 우울증에 초점을 

둔 보다 구체화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우울증상에만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후자 연구

(이선혜와 서진환, 2009)의 경우 도움이 되는 의논상대, 방
법, 약물 각각의 차원별로 개별적 방법들의 선호 응답률을 

나열하였는데, 이는 각 방법에 대한 선호 정도를 보여줄 뿐 

우울증상의 해결방법에 대한 신념구조가 어떠한지, 즉 일

반일들이 우울증상의 각종 해결방법들을 어떻게 유형화 혹

은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특
히 이들 응답에 대한 성별, 연령별 인식 차이에 대한 분석

(이선혜와 서진환, 2009)이 기술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개인의 신념 형성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신념을 총체적으

로 이해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들 요인 이외에

도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포함시키는 연구

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촉진 전략을 도출할 필

요가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배경 뿐 

아니라 증상 경험과 증상 치료경험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

고되어 있는데(Jorm 등, 2000b), 특히 우울증이 재발률이 높

은 질환 가운데 하나이며, 비서구권에서 서비스 중도탈락

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Yamashiro와 

Matsuoka, 1997), 이들 요인들이 개인의 자원 유용성 신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울증상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자원이나 방법에 대한 일반인의 신념구조를 살펴보

고, 그러한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첫째, 우리나라 성인은 우울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유용성을 어떻게 인

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신념은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둘째, 그러한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그

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은 어떠한지 이다. 최근 전문가 주도

적인 탑다운 방식의 예방사업 전략을 지양하고(Jorm 등, 
2003; Parlow와 Jorm, 2002) 소비자 입장에서 정신건강서비

스 개발과 접근성 향상에 대한 방안과 전략을 도출하고 이

를 바탕으로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함으로서 서비스 

이용촉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Angermeyer와 Matschinger, 2005; Jorm 등, 2005a). 
따라서 이와 같이 우울증상과 관련된 일반인의 건강행동과 

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정보는 우울증예방사업이 올해로 사업 3년째를 맞는 시점

에서 향후 사업 방향의 구상과 프로그램 보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표집

본 연구의 대상은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의 국내 지역

사회 거주자이다. 표집은 층화표집방법(Rubin과 Babbie, 
2005)을 활용하여 인구통계자료의 조사구 명부(통계청, 
2006)를 토대로 서울, 인천, 경인 지역에서 실시했다. 표본

이 지역, 성별, 연령층에 따라 모집단 특성에 비례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은 서울, 경기-동, 경기-읍면, 인천-동, 인천-
읍면의 5개 집단, 성별은 남녀 2개 집단, 연령은 12개 집단

으로 구분하고, 총 80개 동·읍면을 대상지역으로 무작위 추

출한 뒤 조사구별로 20명 내외를 설문에 참여토록 했다. 이
러한 과정을 거쳐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1,738명 이었

으며, 최종 분석대상은 1,607명 이었다. 본 연구는 이선혜와 

서진환 연구(2009)의 후속연구로서 본 자료에 대한 설명은 

이들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1) 

2. 연구설계  자료수집

이 연구는 횡단조사연구로서 자료수집은 가구방문 설문

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설문지 내용 및 실

시방법에 관해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에 의해 이루어졌으

며, 가구 방문시 조사원은 설문작성에 앞서 연구목적과 취

지를 설명하고 응답자의 동의를 받은 뒤 면접방식으로 설

문조사를 수행했다. 설문조사는 2009년 2월에서 4월까지 

총 6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은 이선혜

와 서진환(2009)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1) 이 데이터에서 조사구별로 무작위 선정된 하위표본(약 750명)은 추가로 수집된 정신분열증 설문 표본(약850명)과 합쳐 다른 연구
(서진환과 이선혜, 2009)의 분석자료로 활용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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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측정방법

1) 우울증상 식별

응답자가 우울증상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지를 파악

하기 위해, 우울증상이 있는 사람의 삽화를 제시하면서 문

제의 성격을 밝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혹시 (삽화 주인공

에게)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질문하고 ‘예’ 혹은 ‘아니

오’로 답하도록 했으며, 곧 이어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질
문했다. 전자 질문에서 주인공에게 ‘문제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총 1,607명 이었다. 이들이 답한 개방형 응답 내

용 중 ‘우울’, ‘우울함’, ‘우울증’, ‘우울증상’ 등 ‘우울’을 포

함하는 응답은 모두 우울증상을 정확히 식별한 것으로 간

주한 결과, 식별 집단은 1,607명 중 572명으로 35.6%였다. 
제시된 삽화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전형적으로 경

험하는 증상을 150자로 구성한 것으로, 이들 증상은 ICD-10
과 DSM-IV의 주요 우울증 진단 기준을 충족한다. 이 삽화

는 국내외 여러 연구(Jorm 등, 2005a; Parker 등, 1999; 이선

혜와 서진환, 2009)에서 사용된 바 있다. 

2) 우울증상 해결방법의 유용성에 한 신념

우리나라 성인들은 우울증상에 대해 어떤 방법이나 개입

이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을까? 우울증상 해결방법의 목록

을 구성하기 위해 외국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항목들(Jorm 
등, 1997b)을 참고하고 경력 10년 이상의 국내 정신보건전문

요원 3인의 자문을 받았다. 각 전문요원은 사전에 5인 내지 

10인의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 비의료적인 

우울증상 해결 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본 연구에서

는 그 내용을 취합하여 최종 목록의 구성에 활용했다. 최종 

목록은 총 3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다시 위 선행

연구와 유사한 방식인 인적 자원, 다양한 방법, 약물의 세 

가지 범주로 정리되었는데, 여기에는 외국 문헌에 포함된 

방법을 비롯하여 최근 국내 정신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우울

증 환자들이 활용하는 다양한 증상 해소방법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이선혜와 서진환, 2009). 설문지 상에서는 범주별

로 다양한 방법을 나열한 뒤 위 삽화를 가리키며 ‘다음의 

각 방법이 ○○씨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라고 질문

하고, ‘도움이 된다(1)’, ‘도움도 안되고 해롭지도 않다(0)’, 
‘오히려 해가 된다(-1)’ 중 한 곳에 답하도록 했다. 

3) 우울증상

조사 시점의 우울증상은 간이증상검사 18문항(Brief 
Symptom Inventory-18) 중 우울증상 하위척도로 측정했다. 
이 18문항 척도는 표준화된 자기보고식 척도로, 증상체크

리스트 90문항(SCL-90)의 축약본인 간이증상검사 53문항

(BSI-53)에 포함된 우울, 불안, 신체화에 관한 문항들(각 6
문항)만으로 구성된 것이다(Derogatis, 2000). 응답자는 각 

문항에 명시된 증상으로 인해 조사 시점으로부터 지난 7일
간 얼마나 신경이 쓰였는지를 ‘절대 그렇지 않다(0)’ 부터 

‘매우 많이 그렇다(4)’ 사이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자는 8점 이상, 여자는 10점 이상인 경우 임상적

으로 유의한 우울증 소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Derogatis, 2000). 국내에서는 증상체크리스트 90문항 한국

판(김재환과 김광일, 1984)과 간이증상검사 53문항(Yoo와 

Lee, 2011)에서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가 각각 0.95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우울증상 하위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51이었다.  
과거 우울증상은 선행연구(WHO, 1993)와 유사하게 

ICD-10 우울증 기준에 따르는 증상을 3가지 제시한 뒤, 2주
간 이상 거의 매일 이들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

는 방식으로 응답을 받았다. 여기서 사용된 증상은 ‘하루 

종일 슬프고 공허하다’, ‘평소 좋아하던 일에 흥미를 잃었

다’, ‘아주 힘들게 일한 것도 아닌데 항상 기운이 없거나 피

곤하다’이며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했다. 

4) 문  도움 요청의 이력

우울증상과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을 요청한 경험에 대

해 알아보기 위해 ‘당시 상담(카운셀링)을 받거나 의사를 

찾은 적이 있었는지’ 질문하고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

도록 했다. 

5) 인구사회  특성 

그 외 인구사회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
육수준, 직업, 경제적 상태를 조사했다. 연령은 만 나이를 

실수로 기입하도록 했고, 직업은 표준직종 범주를 사용하

여 14개 직업군을 제시하고 해당란에 표시하도록 했으며, 
경제상태는 월평균 가구수입을 실수로 기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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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응답률

성별
 

남자
여자

778 
829

48.4
51.6

연령
(M=40.34) 
 
 
 
 
 

20세 미만
20-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70세 미만
70세 이상

61 
351 
413 
371 
232 
139 

40 

3.8
21.8
25.7
23.1
14.4

8.6
2.5

결혼상태
 
 

미혼
기혼
별거

484 
1,057

4 

30.1
65.8

0.2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다양한 방법이나 자원

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관련 요인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문제해결방법 39개 항목에 대한 요인분

석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했고 회전방법은 직교회전법

(verimax)을 이용했다. 선행연구(Jorm 등, 1997c; Jorm 등, 
2000b)와의 비교를 위해 요인의 수를 3개로 지정했으며 최

종 목록에는 회전요인적재량 .30 미만 항목을 제외한 31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도출된 요인에는 항목의 특성을 반영하는 명칭을 부여

하고 요인별로 다양한 항목(방법)의 유용성 순위를 살펴보

았다. 이 때 응답자 비율 대신 항목별로 평균값(최저값 -1, 
최소값 1)을 구하고 이를 비교했다. 이는 표본수가 증가하

면 불연속 변수의 응답 간 차이가 진(眞)점수에 가까워진다

는 가정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표본크기가 그러한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고(N=1,607) 평균값을 사용했으나, 이
를 연속변수로 이해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서진환과 

이선혜, 2009). 
마지막으로, 각 접근별로 (심리․관계․활동적 접근, 신

체․의료적 접근, 대중․문화적 접근)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여 유용성 신념에 관련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

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각 접근별로 해당 항목의 합의 

평균치를 구한 뒤 그 값을 이항변수로 변환했다(평균값 ‘0’ 
이하인 경우는 ‘도움이 안된다(0)’, 평균값 ‘0’ 초과인 경우

는 ‘도움이 된다(1)’). 이상의 모든 분석은 PASW 18.0을 사

용했으며, 설문조사에 제시된 삽화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 응답자(N=1,607)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Ⅲ. 연구결과

1. 설문 응답자의 주요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총 1,607
명 가운데 남성과 여성은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으며

(48.4%, 51.6%), 연령은 평균 40.34세로 전체 응답자의 70% 
정도가 20-50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결혼상태는 기혼자 

전체의 66%를 차지했으며, 종교는 없는 사람이 절반 정도

이고 그 외는 개신교(28.0%), 불교(11.8%), 천주교(11.0%), 
기타(1.4%)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49.9%), 대졸

이상(38.8%)와 중졸이하(11.2%) 순이었다. 직업은 14개 직

종 가운데 서비스·판매업(36%), 사무직(18.0%)과 전업주부

(17.8%)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43.53만원으로 보고되었다<표 1>. 한편, 응답

자의 우울증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가운데 우울증

상을 식별한 사람은 572명으로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현재 임상적으로 유의한 우울증상이 있는 사람은 411명으

로 전체의 25.6%였으며, 과거 우울증상이 있었던 경우는 

224명으로 전체의 13.9%로 나타났다. 과거에 우울증상으로 

인해 의사나 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던 대상

은 193명으로 전체의 12.0%였다<표 2>.  

<표 1>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  특성 (N=1,607)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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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응답률

이혼
사별
동거

28
24
10

1.7
1.5
0.6

종교
 
 
 
 

없음
불교
천주교
기독교
기타

767
190 
177 
450 

23 

47.7
11.8
11.0
28.0

1.4

월평균 가구소득
(M=393.53)
Sd=700.893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249
423 
400 
240 
295 

15.5
26.3
24.9
14.9
18.4

교육수준
 
 

학교에 다닌 적 없다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무응답

8
60

112
802 
587

37
 1

0.5
3.7
7.0

49.9
36.5

2.3
0.1

직업
 
 
 
 

사무직
서비스/판매
전업주부
학생
기타

290 
578 
286 
178 
275 

18.0
36.0
17.8
11.1
17.1

<표 2> 조사응답자의 우울 련 특성 (N=1,607)

특성 응답수(명) 백분율(%)

우울증상 식별
식별함 572 35.6

식별하지 못함 1,035 64.4

현재 우울증상
있음 411 25.6

없음 1,196 74.4

과거 우울증상 
있음 224 13.9

없음 1,383 86.1

의사나 상담가에 대한도움요청 경험
요청한 적 있음 193 12.0

요청한 적 없음 1,414 88.0

2. 우울증상 해결방법의 유용성 신념에 한 요인분석 

일반인들이 우울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

한 대상, 방법, 약물 39가지 항목을 범주화하는 동시에 선

행연구(Jorm 등, 1997c)와의 비교를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3개 요인분석에 따른 회전요인부하량은 전체 분

산의 3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

은 정신건강전문가, 각종치료사, 적극적·자발적 참여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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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활동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방법의 부

하량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심리․관계․활동적 접근으

로 보았다. 두 번째 요인은 약물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점에 기초하여 신체․의료적 접근

이라 보았다. 세 번째 요인은 우리 문화에서 대중적인 스

트레스 감소요법들의 부하량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대중·
문화적 접근으로 보았다. 내적신뢰도는 전체척도가 

Cronbach's alpha 계수 .781로 나타난 것을 비롯하여 각 요

인의 계수는 .722에서 .650 사이에 분포했다<표 3>. 

<표 3> 문제해결자원에 한 유용성 신념의 요인구조 (N=1,607)

 요인

공통성
1 2 3

심리․관계․활동적 접근 신체․의료적 접근 대중․문화적 접근

정신과의사
상담관련전문가
상담
각종치료사
새로운 취미 갖는다
긴장이완법 배움
경험자의 극복방법 알아본다
종교인
운동
종교생활
친구
가족

.574

.566

.545

.523

.460

.440

.439

.424

.417

.410

.394

.366

.216

.129

.030

.237
-.078
-.074
-.065
.214

-.100
.207

-.043
-.031

-.135
-.119
-.164
-.022
.141
.224
.136
.007
.157
.120
.076

-.010

.394

.351

.325

.330

.237

.249

.215

.225

.208

.225

.163

.135

정신병치료제
진정제
약사
정신과입원
한의사
일반의사(비정신과)
우울증치료제
진통제
전기충격치료
수면제
항생제

.156

.010

.246

.159

.235

.180

.345
-.107
-.042
-.070
-.129

.601

.512

.507

.495

.484

.481

.453

.441

.430

.424

.390

-.101
.113
.112

-.084
.128
.171

-.157
.178
.037
.116
.143

.396

.275

.331

.277

.305

.293

.349

.237

.188

.198

.189

목욕/사우나/찜질방
안마나 마사지
휴가 월차 내기
일거리나 약속줄임
몸에 좋은것 먹기
나아지기를 기다린다
혼자서 해결
각종 영양제

.156

.198

.181

.046

.120
-.173
-.155
.087

-.033
.018
.030
.204
.112
.246
.005
.114

.713

.674

.505

.469

.463

.338

.337

.330

.534

.494

.288

.263

.241

.205

.138

.130

고유값(eigenvalues) 4.441 2.669 2.214

설명된 분산(%) 9.569 8.252 7.380

신뢰도 전체 α=.781 α=.713 α=.722 α=.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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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항목 평균±표준편차

심리․관계․활동적 접근
(요인1)

운동
가족
취미생활
상담
긴장이완법 배움
경험자의 극복방법 알아보기
친구
상담관련전문가
정신과의사
종교생활하기
종교인
각종 치료사a

0.947±0.250 
0.904±0.343 
0.890±0.354 
0.886±0.372 
0.884±0.379 
0.874±0.379 
0.854±0.411 
0.848±0.419 
0.808±0.462 
0.646±0.570
0.553±0.639 
0.533±0.674 

전체 0.817±0.218

신체․의료적 접근
(요인2)

항우울제
한의사
일반의사(비정신과)b

약사
정신병치료제
진정제
정신과입원
수면제
전기충격치료(ECT)
진통제
항생제

0.486±0.732 
0.192±0.644 
0.183±0.630 
0.157±0.653 

-0.016±0.816 
-0.199±0.774 
-0.236±0.751 
-0.408±0.716 
-0.528±0.624 
-0.609±0.537 
-0.655±0.505 

전체 -0.148±0.374

3. 우울증상 해결방법의 유용성에 한 신념: 유형별 

유용성 순

위 요인분석에 근거하여 여러 해결방법의 유용성에 대

한 응답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세 가지 접근 

중 우리나라 성인들이 그 유용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은 

심리․관계적 접근(요인1)이었고(M=0.817±.218) 대중․문

화적 접근(요인3)이 그 뒤를 이었으며(M=0.254±.344). 신
체․의료적 접근(요인2)은 평균값이 0점 이하로 중립적이

거나 오히려 해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M=-0.148±.374).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리·관계적 접근으로 .90 

이상을 나타낸 항목은 운동(M=.947±.250)과 가족(M=.904 
±.343)이었으며, .80 이상은 취미생활(M=.890±.354), 상담받

기(M=.886±.372), 긴장이완(M=.884±.379), 경험자도움(M= 

.874±.379), 친구(M=.854±.411), 상담전문가(M=.848±.419), 
정신과의사(M=.808±.462) 순으로 나타났다. 서구 연구에서

는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다양한 정신건강전

문가가 주류를 이루었던 것과 달리(Jorm 등, 1997c), 이 결

과에서는 평균값 상위 항목들이 주로 일상이나 주변의 자

원이었다. 신체․의료적 접근으로 가장 평균값이 높았던 

항목은 항우울제로 .486(±.732)이었으며 이보다 현저히 낮

게 한의사, 일반의사, 약사가 .192(±.644), .183(±.630), .157 
(±.653) 정도로 나타났고, 그 외 약물이나 의료적 개입은 

모두 0점 이하로 중립적 입장이거나 오히려 해롭게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적 접근을 

살펴보면, 가장 평균값이 높았던 항목은 휴가나 월차 사용

(M=.569±.632)과 목욕․사우나․찜질방(M=.562±.599)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긴장이완법 이었다. 

<표 4> 우울증상 해결방법의 유용성 평가 (N=1,607)



우울증상 해결자원의 유용성 신념에 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건강 방에 한 함의  9

접근 항목 평균±표준편차

대중․문화적 접근
(요인3)

휴가월차 내기
목욕/사우나/찜질방
안마나 마사지
몸에 좋은 것 먹기c

각종 영양제
약속이나 일거리 줄임
나아지기를 기다리기
혼자서 해결하기

0.569±0.632 
0.562±0.599 
0.487±0.610 
0.468±0.625 
0.462±0.594 
0.131±0.746

-0.380±0.688 
-0.388±0.727 

전체 0.254±0.344

주) 각 항목 최소값: -1.00, 최대값: 1.00
a 자연요법, 명상, 예술치료, 대체의학 등

b 내과, 가정의학과  

c 보약, 건강식, 건강음료, 식이요법  

4. 우울증상 해결방법에 한 유용성 신념에 향을 

미치는 요인 

우리나라 성인들이 우울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

는 접근을 심리·관계적, 신체·의료적, 대중·문화적 접근으

로 분류할 때, 각 접근의 유용성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은 무엇인가? 그 결과를 접근별로 살펴보면, 심리․관

계․활동적 접근의 경우 여러 독립변수 중 나이, 학력, 우
울증상식별이 유의미했는데, 나이가 한 살 많아질 때마다, 
학력이 고졸이상일 때, 우울증상을 식별하는 경우에 이 접

근을 유용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각각 1%(OR=1.013, 
p<.001), 61%(OR=1.611, p<.01), 38%(OR=1.38, p<.001)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의료적 접근의 경우 나이가 

한 살 많아질 때마다, 우울증상을 식별하는 경우, 현재 우

울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 접근을 유용하게 인식할 가능성

이 각각 1%(OR=1.014, p<.001), 48%(OR=1.48, p<.001), 
59%(OR=1.59, p<.001)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비

스 경험이 있는 경우는 서비스 경험이 없는 경우의 

37%(OR=.37, p<.05) 수준이었다. 대중․문화적 접근의 경

우, 현재 우울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 접근을 유용하게 인

식할 가능성이 37%(OR=.365, p<.05)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

났다. 한편, 본 분석에서 성별, 경제수준, 과거 우울증상이 

각 접근의 유용성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표 5>. 

<표 5> 우울증상 해결자원의 유용성 신념에 향을 미치는 요인: 근별

 심리·관계·활동적 접근 
(OR)a

신체·의료적 접근 
(OR)

대중·문화적 접근  
(OR)

성별
나이
학력 (고졸 이상=1, 이하=0)
경제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우울증상 식별 (식별함=1, 하지못함=0)
현재 우울증상 유무 (있음=1, 없음=0)
과거 우울증상 유무 (있음=1, 없음=0)
의사/상담가 도움요청 이력 (있음=1, 없음=0)
Constant

1.055
1.013***

1.611**

 .967
1.380***

 .925
 .621
1.276
 .418**

1.036
1.014***

 .879
1.023
1.479***

1.587***

1.789
 .365*

 .413**

1.202
 .995
 .998
 .993
 .939
1.366*

1.500
 .915
1.311

Model  X2 (df=8) 28.767 49.312*** 21.163**

-2 Log Likelihood 2192.402 2164.253 2184.332

* p<.05, ** p<.01, *** p<.001
a Odds Ratio (승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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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위와 같은 결과가 우리나라 성인 인구에 대한 우울증 예

방과 개입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결과로, 
일반인들이 우울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자

원 29가지 항목을 3개 영역으로 범주화했을 때 요인의 설명

력이 심리․관계․활동적, 신체․의료적, 대중·문화적 접

근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심리적(Psychological), 의료

적(Medical), 생활방식(Lifestyle)의 순으로 나타난 서구의 선

행연구(Jorm 등, 1997c) 결과와 비교할 때 순위와 양상 면에

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서구 연구에서 심리적 요인

에 통상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전문가들이 포함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정신과의사, 상담가, 종교인 같은 심리자원, 
가족이나 친구 같은 관계자원, 운동이나 긴장이완법 배우

기 등 활동자원을 비롯하여 종합적 성격을 띠는 종교생활

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영역의 자원이 동일한 요인에 포함

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우울증상에 도움이 되는 

의논상대, 방법, 약물의 차원별로 개별 방안에 대한 선호 

정도를 제시한 선행연구(이선혜와 서진환, 2009)를 통해서

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로, 각종 개별 방법들을 어떻

게 유형화하고 있는지 그 신념구조를 이해하게 해주는 것

이자, 우울증상에 대한 전문적, 비전문적 해결방식의 구분

이 서구에 비해 비교적 뚜렷하지 않은 현상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또한, 우울증과 정신분열병의 구분 없이 두 질환 

모두에 대한 문제해결 자원의 유용성 신념에 대해 요인 분

석한 국내 연구(서진환와 이선혜, 2009)에서는 요인의 설명

력이 본 연구와 달리 대중·문화적, 심리․사회적, 신체·의료

적 접근의 순으로 도출되었으며, 운동은 대중적 긴장이완

법과 함께 분류되었고 항우울제를 비롯하여 의료인, 상담

인, 종교인이 모두 심리․사회적 접근으로 분류되어 요인

의 구성이 본 연구와 상이했다.  
이러한 차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우울증 해소에 효과가 있는 방법과 

정신분열병에 효과가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우울증상 해소에는 심리․관계․활동의 방

대한 영역에 걸친 다양한 자원들을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우울증상을 심리문

제, 스트레스, 관계문제, 경제적 문제, 신체질환 등으로 다

양하게 개념화하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특성(이선혜와 서

진환, 2010)이 우울증상의 해결방법 인식에 그대로 반영되

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구인의 경우 우울증상의 해결

에 전문가와의 관계를 통한 접근이 우선시되는 반면,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현대 한국인들은 여러 유형의 자원

을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복잡한 의료추구행

동을 보인다(김광일, 1997)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성인들이 우울증상을 해결하기 위

해 활용하는 다양한 접근들의 유용성 순위를 살펴보면, 세 

가지 접근 중 심리․관계․활동 접근이 가장 유용하다고 

믿고 있는데 그 정도는 대중·문화적 접근의 3배나 되고, 신
체·의료적 접근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비공식 지지집단, 활동증가, 긴장이완과 관

련 있는 항목들이 여러 정신건강전문가에 비해 전반적으

로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정신과 입원이나 전기충격치

료가 해로운 것으로 인식된 결과는 서구 연구(Regier 등, 
1988; Angermeyer와 Matschinger, 1996)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항우울제를 가장 유용하게 생

각한 점과 그 평균값이 다른 유형의 약물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은 증상과 개입방법을 연관시킨 결과라는 점에서 

일반인의 정신건강역량(mental health literacy)2) (Jorm 등, 
1997b; 이선혜와 서진환, 2010)에 긍정적 시사점을 던져주

는 측면이 있다. 이는 위 서구 연구결과들과 큰 대조를 이

루는, 항우울제에 대한 신념의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흥

미로운 결과이나 그 유용성은 지지집단, 운동, 긴장이완법

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편, 나아지기를 기다리거나 혼

자서 해결하는 방법을 해롭게 인식한 점은 과거와 달리 우

리나라 성인들이 심리정신적 문제를 개입을 요하는 것으

로 인식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심스런 유추

가 가능하다. 이상의 결과는 현재 우울증 2, 3차 예방(우울

증관리)을 위한 지역사회 사례발굴(outreach)에서 의료서비

스 이용을 독려하는 제안이 주가 되거나 전문적 개입이 약

물치료 위주로 진행되는데 따르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

2) 질환의 식별, 문제 개념화, 해결방법에 관한 신념, 문제 원인, 서비스 자원에 관한 정보 등 정신건강문제를 다루기 위한 개인의 
포괄적 능력을 말함(Jorm 등, 1997b). 국내에서 health literacy는 의료정보문해력, 건강정보이용능력, 헬스 리터러시로 다양하게 
번역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포괄적 능력에 초점을 두어 정신건강역량(이선혜와 서진환, 2010)의 번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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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문적 도움요청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움요청 경로

에서 비공식적 지지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심리사회적 치료 및 전문상담 등 다양화된 개입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셋째, 각 접근의 유용성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심리․관계․활동

적 접근과 신체․의료적 접근의 유용성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증상의 일시적 감소보다 

실질적 효과의 유익성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이며, 학력이 높은 경우 심리․관계․활동적 접근에 대한 

유용성 인식이 높았던 점은 이 접근이 적극적이고 자발적

으로 대응하고 참여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전문적 자원들을 

포함하고 있는 점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울

증상을 정확히 식별하는 경우, 심리․관계․활동적 접근과 

신체․의료적 접근을 유용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졌는

데, 이러한 응답은 지역사회 예방활동에서 일반적으로 기

대하는 성과(활동 및 사회접촉, 전문인 상담, 항우울제 복

용 등)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식별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우울

증상이 신체․의료적 접근과 대중·문화적 접근의 유용성 

인식을 높이는 요인이었던 연구 결과는 신체․의료적 접근

(특히, 항우울제)이 현재 우울증상에 유용하게 인식되는 

점, 우울증상 관리를 위해 정신과 이외 다른 의료관련 자원

을 찾는 경향, 그리고 긴장이완에 도움이 되는 각종 방법들

을 동원하는 대중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과거 우울증상으로 의사를 찾거나 상담을 받은 

경험은 심리·관계·활동 접근이나 대중·문화적 접근의 유용

성 인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신체․의

료적 접근에 대해서는 유용성을 해롭게 인식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연구 결과

에서 서비스 경험이 생활방식 접근의 유용성 인식을 낮추

고 신체·의료적 접근의 유용성 인식을 높였던 결과와 매우 

상이한 것으로(Jorm 등, 2000b), 우울증상이 재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 전문서비스와의 연계 및 지

속적 개입의 촉진에 부정적 함의를 띠며, 서비스 경험이 

어떤 기전에 의해 신체·의료적 접근의 유용성 인식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문을 유발시킨다. 특히 신

체·의료적 접근 가운데 항우울제의 유용성 인식이 가장 컸

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정적 결과가 항우울제와 관

련된 것인지, 아니면 항우울제 이외 신체·의료적 접근에 

포함된 다른 방법들의 작용에 따른 것인지 분명치 않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추가 연구를 통해 서비스 경험자를 대

상으로 과거의 도움요청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경

험과 자원 유용성 인식의 관계에 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

하는 노력이 전략적으로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에 기초하여 우울증 예방 및 개

입에 대한 대국민 사업의 전략 및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서비스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심리적 자

원이 하나의 접근으로 구조를 이룬 서구와 달리, 본 연구

에서 전문적 접근과 관계적(가족이나 친구), 활동적(운동, 
긴장이완, 각종 치료사) 접근을 같은 유형의 자원으로 개

념화한 현상은 우울증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의 이용촉진 

전략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적 심리상담과 같은 심리적 자원보다는 관계적, 활동

적 자원이 접근성 면에서 훨씬 유리하므로, 관계나 활동적 

접근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심리상담과 같은 정신건강 전문자원의 접근성과 

가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는 관계적, 
활동적 자원과 같은 비전문 자원의 기능 촉진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문적 자원으로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

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요구된다. 
서구에서는 일반인의 이러한 성향에 대한 이해를 토대

로 서비스 촉진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우울증상 관리에 대

한 환자지침에 의료적 개입은 물론 대중적, 문화적 자가관

리 방법을 함께 제시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Jorm 등, 
2003). 우리나라 성인들에 있어 운동이나 긴장이완, 각종 

치료사들도 심리상담과 마찬가지로 우울증상에 유용한 것

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서구 전략과 사례를 참고로 국내 

우울증예방사업에서도 전문적인 개입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활동적 접근에 

해당하는 기관의 서비스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

제 및 전문적 서비스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가교역할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 질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울증상을 해소하는 방법

으로 일반인이 유용하게 인식하는 접근은 심리-관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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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 대중-문화적 접근, 신체-의료적 접근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이는 약물치료에 대한 선호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로, 우울증 치료접근 중 약물치료

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정신보건서

비스 현실에서 낮은 서비스 이용률, 높은 중도탈락율과 관

련된 요인을 찾는 단서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다. 이처럼 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자 간의 인

식의 차이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필요성과 효과성에도 불구

하고 서비스이용 촉진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인식과 가용한 전문적 서비스 간의 간격을 좁혀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체-의료적 접근과 자원 유용성 인식이 가장 높은 심리․

관계․활동적 접근의 요소들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유용성 인식이 높은 접근의 요소들을 통해 이루어진 

치료적 관계를 활용하여 약물치료를 포함한 전문적인 서비

스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현재의 우울증상이 신체의료적 접근

을 유용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사나 상담서

비스 경험이 신체의료적 접근에 대한 유용성을 오히려 해

롭게 인식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결과는 현행 정신과적 치

료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항우울제와 같은 정신과

적 약물치료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특
히 재발가능성이 높은 우울증의 특성상 2차 및 3차 예방 

전략의 수립에 있어, 향후 이에 초점을 둔 후속연구를 통

해 서비스 경험과 유용성 인식의 관계에 관한 심층적 이해

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현재의 

우울증상은 신체의료적 접근 뿐 아니라 대중·문화적 접근

을 유용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현재 증상경험자가 우울증상의 해소에 주는 혜택이 

어떤 면에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비교적 

불분명한 접근을 선호할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결과로, 현
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이용 촉진전략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점

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대중의 유용성 인식 경

향을 어떻게 전문적 서비스 이용 촉진 전략에 활용할 것인

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우울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에 대

해 우리나라 성인들이 그 유용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

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거주자를 대

상으로 층화표집으로 표본을 추출한 뒤 1,738명에 대한 가

구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성인은 

우울증상에 대해 심리․관계적 접근을 가장 유용하게, 그 

다음으로 대중·문화적 접근을 유용하게 인식했으며, 의
료․신체적 접근은 오히려 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각 

접근방법의 유용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고졸여부, 우울증상 식별, 현재 우울증상, 과거 의사

방문이나 상담경험이 접근별로 다소 상이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울증예방사업에 있어 

하위집단별로 차별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첫

째, 이 연구의 표본은 인구비례에 따른 층화표집방법으로 

추출되었으나 수도권을 대상으로 도시지역과 일부 비도시

적 특성을 지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인구

에 대한 대표성 면에서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우울증상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의 유용성을 묻는 질문

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설문지 삽화에 나타난 제 삼자의 

상황을 기초로 답변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사자로서 그 상

황을 경험하게 될 때의 응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한계점은 가상 상황이나 삽화를 기초로 

응답을 도출하는 방식의 조사연구에는 일반적으로 해당되

는 이슈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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