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ARTICLE

pISSN 1225-729X / eISSN 2233-9183

J Korean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17;28(4):235-243
https://doi.org/10.5765/jkacap.2017.28.4.235

A Survey for Mental Health of Children Whose Parents
Have Psychiatric Disorders: A Preliminary Study
for Mental Health Screening of High Risk Children
Hwo Yeon Seo1, Su Mi Park2,3, Yeni Kim4, Young Hui Yang4,
Ji Yeuon Lee5, Hae Woo Lee6, and Hee Yeon Jung2,3,7,8
1

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Department of Psychiatry, SMG-SNU Boramae Medical Center, Seoul, Korea
3
Department of Clinical Medic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4
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Seoul, Korea
5
Dongjak-gu Community Mental Welfare Center, Seoul, Korea
6
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Medical Center, Seoul, Korea
7
Department of Psychiatry and Behavior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8
Institute of Human Behavior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2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의 정신건강 상태 조사 연구: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예비 연구
서화연1, 박수미2,3, 김예니4, 양영희4, 이지연5, 이해우6, 정희연2,3,7,8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1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과학교실,3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아청소년정신과,4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5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7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간행동의학연구소8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mental health status of the children of psychiatric patients in order to plan for the resources

that may be necessary to help these children achieve their full potential.
Methods: Forty-eight children (age 9–18) whose parents were registered in 5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located in Seoul were recruited. Tests assessing 3 psychological domains were conducted: 1) cognition: Korean version of Learning Disability Evaluation Scale,
Comprehensive Attention Test, 2) parent reported emotion and behavior: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orean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Rating Scale, and 3) self-reported emotion and behavior: Korean Beck’s Depression Inventory-II/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II, Korean Youth Self Report). We defined the children as having a high risk of developing mental health problems if their test
scores were over the cut-off levels in 2 or more of the 3 domains assessed.
Results: Twelve (25%) children were classified as having a high risk of developing mental health issues. 20 (41.6%) children scored above
the cut-off in only one of the domains.
Conclusion: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children of psychiatric patients might be vulnerable to mental illness and need early prevention
or interven-tions for the sake of their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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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래 관계 및 가족관계 등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역학 연구들에 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 학업 성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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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약 10~26%에 달하는 비율의 아동청소년이 정신질환 진
단에 충족할 정도의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어 이에 대
한 사회적 주목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1) 이들의 정신건강문
제는 학령기에 그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거나 형태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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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된 채 또 다른 문제로 발현되어 성인기가 된 이후에도 직업

가족 역동 및 사회 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자녀 역시

기능, 가정생활 유지를 저해하는 등 개인의 일생에 거쳐 부정적

정신과적 문제를 지니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

인 영향을 미치며 자살경향 혹은 자살사고를 높이는 극단적

다.5) 가령, 부모가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을 경우, 입양된 자녀

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2) 하지만, 이들의 정신과적 문제는

보다 생물학적인 자녀에게 부모의 알코올 사용장애가 아이의

성장 과정 중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문제이거나 사춘기 행동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되었다.6) 양육 과정에

의 일종으로 여겨지며 간과되기 쉽고, 정신질환에 대한 선입견

서의 부모-자녀 애착 유형과 부모의 행동, 감정 조절 문제 등

이나 편견으로 인한 거부감이 높아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

도 자녀의 정서 및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로

는 병원 혹은 센터 등의 기관으로 문제가 의뢰되거나 직접 방

간주된다.7) 산후 우울증이 있었던 산모의 아이를 16년간 추

문한 비율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

적 관찰한 연구에서는, 우울증이 없었던 산모의 아이들에 비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사회적

해 기분 장애가 세 배 정도 높게 관찰되었으며, 이 경우 우울증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을 가진 산모의 유아들은 아주 초기부터 불안정 애착이나, 낮

위해서는 정신질환이 발병하기 이전의 예방이 중요하며, 소아,

은 탄력 회복성을 보였다.8)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직접적인

청소년 시기에 적절한 예방이 이루어질 때에 보다 효과가 큰

애착 유형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가족 체계에 의해 개인의 정

3)

신병리나 행동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다.9) 마지막으로, 부모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조기 개입을 위해서는 질병에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빈곤, 이혼과 같은 취약한 사회환경에 노

취약할 수 있는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예방적 개입을 실시하는

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기 자녀의 정신질환 발병

것이 중요하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고위험군이란 정신과적

에 위험 인자가 되기도 한다.10)

증상이나 징후가 진단기준에 충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발견되

위와 같은 다양한 요인과 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부

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위험군의 선별 및 예방에 있어, 개별적

모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가 정신

인 위험도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일반 대중이나 전체 인구를 대

과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앞서 언급

상으로 예방적인 개입을 실시하는 전반적 예방 개입(universal

하였듯이 현재까지 국내에서 주로 이루어진 소아청소년의 정

preventive interventions)보다는, 근거-중심적(evidence-based)

신질환 고위험군에 관한 연구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전체 집

인 기반에 근거하여 일반보다 정신질환의 높은 발병위험을 가

단의 유병률 연구에 바탕을 두었으며, 정신질환이 있는 성인

지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예방 개입(selective

의 자녀에 대한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는 제한적으

preventive intervention)이나, 이미 정신과적 증상이 보고되

로 이루어져왔다.11,12) Cho 등13)은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양극

고 있는 대상에게 실시하는 지시적 예방 개입(indicated pre-

성 장애를 진단받은 부모의 자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4)

ventive intervention)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

서, 61%가 정신과적 진단 기준을 충족함을 보고하였다. Lee 등14)

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신보건사업안내에 따르면 우리

의 연구에서도 조현병이 있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정상대조

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주관 하에 초, 중, 고등학

군의 아이들보다 문제 행동들이 더 많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교에서 일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위와 같은 연구들은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자녀의 정신과적

같은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문제를 조사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기에, 보다 광범위한 정신과

보고나 지역사회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의뢰, 교과부 지정 관

적 질환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심 대상군, 지역사회 취약계층 발굴, 지역주민 의뢰 등을 통해

본 연구는 유전적, 환경적 취약성을 지닌 정신질환자의 자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발견하여 학교 내 상담교사

가 보이는 정신과적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신과적 고위험

나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wee center, 청소년 상담센터와 같

군을 발굴하여 효과적인 예방개입을 실시하며, 선별된 대상

은 기관 등에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자를 주기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장기 프로젝트의 시행가능성

의 체계는 주로 학교적응이나 아동청소년 개인의 행동 및 정

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비연구의 차원으로 실시되었다. 정신건

서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강 고위험군을 체계적, 조직적, 선택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

생태학적 관점에서 부모, 학교, 지역사회 등을 중요한 축으로

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성인회원의 자녀를 연구

삼는 국외의 선별체계에 비해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유전, 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

경적으로 정신과적 취약성이 높은 대상군을 선택하여 선별적

닌다: 1) 지역사회 내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성인의

인 예방개입을 실시하는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고 볼 수 있다.

자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인지, 정서, 및 행동을 포함하는 정신

부모가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가정의 경우, 유전, 양육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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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을 개발, 2) 개발된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과 청소년의 주의력과 전두엽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기 위해 개발한 컴퓨터 기반 전산화 검사이다.19) 종합주의력은

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함.

단순주의력, 선택주의력, 지속주의력, 분할주의력, 작업기억력

방

법

등 5가지 종류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검사당 누락오
류, 오경보오류, 반응시간, 반응시간 표준편차에 대한 정상, 경

대 상

계, 저하 수준과 주의력지수(Attention Quotient, AQ)가 제시

본 연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서 정신과적 진단을

된다. Comprehensive Attention Test(CAT) 매뉴얼에 따르면

받고 약물치료 중인, 서울 소재 5곳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

이 중 누락오류, 오경보오류, 반응시간 편차의 요인 부하량이

록된 성인회원의 아동청소년(연령 만 9~18세) 자녀를 대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져, 본 검사에서는 5가지 검사의 누락오류,

실시하였다. 부모의 정신과적 주 진단에 관한 정보는 Table 1에

오경보오류, 반응시간 편차의 AQ의 평균을 구하여 종합주의

제시되어 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 평

력 AQ를 산출하였다. 작업기억검사는 순방향(정반응 수, 공

가하였으며, 최종 48명의 아동청소년 대상자가 본 연구에 참여

간주의 폭)과 역방향(정반응 수, 공간주의 폭)으로 구성되어

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생

있어 총 4가지의 AQ가 산출된다. 본 검사에서는 4가지 척도

명윤리위원회(IRB, 26-2014-42)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

의 AQ의 평균을 구하여 작업기억 AQ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만 9~15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적용되었으며, 종

평가 방법

합주의력 AQ 혹은 작업기억 AQ가 70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상적 절단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평가도구
본 연구는 아래의 3가지 유형으로 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

정서 및 행동-부모평정

를 평가하였다: 인지기능, 정서 및 행동-부모평정, 정서 및 행
동-자가평정. 각 평가 도구는 해당 연령 규준에 맞게 대상자
15)

① 한국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평정척도(Korean-ADHD

에게 적용되었다. 기존의 선별검사 효과성 연구 에 의하면, 소

Rating Scale, K-ARS)

아청소년에게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 hy-

Dupaul20)이 개발하여 국내에서 표준화되었다.21) 정신장애의

peractivity disorder, ADHD)와 우울장애가 가장 유병률이 높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고 이를 선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 연구

of Mental Disorders-forth edition, 1994)의 ADHD 진단 기준

에서도 ADHD와 우울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중심

을 18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이며, 과잉행동과 산만함을

으로 프로토콜을 구성하였다. 또한, 특정 증상뿐만 아니라 전

측정한다. 국내 표준화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

반적인 증상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척도를 포함하였다. 이를

으나, 영어 버전의 경우 18세까지 사용 가능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해 문헌리뷰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연구에서 국제

전 연령에게 적용하였다. 임상적 절단점은 19점 이하이다.

적으로 검증되어왔으며, 구조화된 진단면담 도구와도 교차타

② 한국판 아동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16,17)

당도가 높은 검사 도구 목록을 수집하였다.

Checklist, K-CBCL)
Achenbach22)가 개발한 Child Behavior Checklist(CBCL)

인지기능

는 아동 및 청소년(만 4~18세)의 사회 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① 한국판 학습장애 평가척도(Korean version for Learning

척도로, 한국판 CBCL(K-CBCL)은 부모 혹은 아동청소년을

Disability Evaluation Scale, K-LDES)

잘 알고 있는 양육자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23) 9개의 소척도

Shin 등18)이 아동의 학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척도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

로, 부모나 교사가 7개의 하위영역(주의력, 사고력, 말하기, 읽

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기타문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 쓰기, 철자법, 수학적 계산)에서 보이는 아동의 학습 능력

이는 내재화 척도와 외현화 척도로 재구성되고, 이를 종합한

이나 문제에 관해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

문제행동총점이 매겨진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수준

9~11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적용되었으며, 임상적 절단점

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성 및 학업수행척도로 구성된 적응척

은 70점 이하이다.

도총점이 매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등록된 전 연령의 대상(만

② 종합주의력 검사(Comprehensive Attention Test, CAT)

9~18세)에게 적용되었으며, 문제행동총점의 T점수가 64 이상

http://www.jkaca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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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적응척도총점이 T점수 36 이하일 경우 임상적 절단점 기

적으로 수집하여 고려할 때에 선별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29)

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본 연구는 선별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단일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과잉선별되는 오류를 낮추기 위해 소아청소년

정서 및 행동-자가평정

전공 공동연구자들의 토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종합적인 기준
으로 ‘고위험군(high risk)’을 정의하였다(Table 1); 1) 인지평

① 우울척도

가, 2) 정서 및 행동-자가평정, 3) 정서 및 행동-부모평정의 3가
지 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에서 임상범위 절단점(cut off score)

㉠ 한국판 벡 우울척도 2판(Korean Beck’s Depression
24)

Inventory-II, K-BDI-II)
25)

Beck 등 이 개발하고 개정한 자기보고식 척도로 우울증상
의 유무와 증상의 심각성 정도를 함께 평가할 수 있다. 0점부

을 충족한 자. 상기 3 영역 중 1개의 영역에서 임상범위 절단점
을 충족한 자 역시 주의가 요망되기에 ‘주의군(moderate risk)’
으로 간주하였다.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군
(normal)’으로 정의하였다.

터 3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후에는 모든 대상자의 부모에게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본 연구에서는 만 13~18세의 대상자에게 적용되었으며, 중등

사례담당자를 통하여 고위험군, 주위군, 정상군에 대한 임상

도 우울수준인 16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임상적 절단점 기준

적 판정 결과와 설명을 제공, 전달하고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에 방문할 것을 권고하였다.

㉡ 아동기 우울척도 2판(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자료분석

II, CDI-II)
26)

Kovasc 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아동용 우울척도로 Beck’s

고위험군과 주의군에 해당하는 인원의 비율과 인구통계학

Depression Inventory-II(BDI-II)의 변형본이다. 0점부터 2점

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까지의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문제와 기능문제

고위험군과 주의군, 정상군의 인구학적 비교 방법으로 분산 분

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만 9~12세의 아동에게 실시되었

석과 교차분석(Fisher의 정확검정)을 시행하였다. 추가로 검사

으며 임상적 절단점은 22점 이상이다.

별 평균, 표준 편차, 범위 등의 기술통계량을 구하였다. 수집된

② 한국판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Korean-Youth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IBM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27)

Self Report, K-YSR)

Science statistics version 19.0(IBM Corp., Armonk, NY, USA)

Achenbach와 Edelbrock28)이 개발한 문제 행동과 사회적응

을 이용하였다.

전반을 측정하기 위한 청소년용 자기보고식 평가도구이다. 본

결

연구에서는 만 16~18세의 대상자에게 적용되었으며, 척도의

과

구성 및 임상적 절단점은 K-CBCL과 동일하다.
전체 대상자의 인구학적 변인 특성
자료수집

전체 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총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회원인 부모와 자녀 모두가 연구에 대

48명의 초, 중, 고등학생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평균 연령

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한 경우, 성인회원의 자녀가 대상

은 13.23세(표준편차 2.47)였고, 남녀의 성비는 50% 대 50%로

자로 등록되었다. 보호자 평정의 경우, 주 양육자를 기본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부모의 정신질환으로는 우울증(31명,

하되, 심한 정신질환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대상자와 가

64.58%)이 가장 많았고, 정신분열(11명, 22.91%)과 조울증(3명,

장 가까운 양육자로 대신하였다. 본 연구에 동의한 최종 대상

6.25%)이 다음 순을 이루었다. 사회경제적 수준(socio-eco-

자는 모두 어머니가 정신건강증진센터 회원이자 주 양육자였

nomic status)은 하(29명, 60.41%)와 중하(10명, 20.38%)에 속

다. 부모와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입한 이후, 대상자의

하는 비율이 높았던 바, 대상자 가정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취

연령에 해당하는 규준을 적용하여 인지, 정서 및 행동-부모평

약함을 알 수 있다.

정용, 정서 및 행동-자가평정용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검사별 기술통계
고위험군의 정의

고위험군을 선별하기에 앞서, 각 검사별로 절단점 기준에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해서

충족되어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는 단일-정보제공자보다 다중-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종합

(Table 2). 그 결과, CAT의 종합주의력에서 약 10%, 작업기억

238

HY Seo, et al.

력에서 약 23%의 대상자가 임상범위에 해당하였으며, K-ARS

Depression Inventory-II(CDI-II)에서는 28.00%로, 대상자의

에서는 약 23%의 대상자가 임상범위에 해당하여 주의집중력

높은 비율이 우울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YSR

의 문제가 시사되었다. K-ARS 부모평정 행동체크리스트에서

자기보고 평정 척도 중 문제행동 척도에서는 22.22%, 적응척

는 문제행동척도에서 40.43%, 적응척도에서 25.00%의 대상자

도에서는 33.33%의 아동청소년이 임상범위에 해당하였다.

가 임상범위에 속하였다. K-BDI-II에서는 약 17.39%, Children’s

부모평정 행동체크리스트의 하위항목 및 소척도 기술통계 분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제행동척도 중 내현화 하

Participants (n=48)
Age, mean (standard deviation)

13.23 (2.47)

위척도의 평균값은 59.67(표준편차 13.54)이었으며, 41.67%에

Sex, n (%)
Male

24 (50.00)

Female

24 (50.00)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 목록을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CBCL

달하는 대상자가 임상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화
하위척도의 평균값은 59.25(표준편차 12.97)였으며, 31.25%의
대상자가 임상범위에 속하였다. 또한 적응척도 중 사회성 하위

Education, n (%)
Elementary

16 (33.33)

척도의 평균값은 45.44(표준편차 10.21)였으며, 4%의 아동청소

Middle

24 (50.00)

년이 임상범위에 속하였다. 학업 하위척도의 평균값은 45.44

High

7 (14.59)

Etc.

1 (2.08)

(표준편차 11.02)로, 4%의 아동이 학업성취에 있어 임상적인 수
준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척도별로 임상범위에

Parents’ diagnosis, n (%)

해당한 대상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위축/우울이 18.75%, 주의

Depression

31 (64.58)

Schizophrenia

11 (22.91)

집중문제가 16.67%로 가장 많은 아동청소년이 임상적 수준의

Bipolar disorder

3 (6.25)

문제를 겪고 있는 소척도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우울과 사회

Etc.

3 (6.25)

적 미성숙 및 규칙위반 소척도 모두에서 14.58%의 대상자가

Birth record, n (%)

임상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신체증상에서

Pre term

5 (10.42)

Full term

40 (83.33)

Post term

1 (2.08)

으로 보고되었으며, 임상적 수준의 사고문제를 보이는 아동

Unknown

1 (2.08)

청소년은 4.17%로 보고되었다.

No response

1 (2.08)

6.25%의 아동청소년이 임상범위에 속하는 문제를 보이는 것

Socio-economic status, n (%)
High

0 (0.00)

High middle

4 (8.33)

Middle

4 (8.33)

정신건강 고위험군 집단에 따른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의 판정 기준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
자는 48명 중 12명으로 25%에 달하였다. 또한, 주의군과 정상

Low middle

10 (20.38)

군에는 각각 20명(41.67%)과 16명(33.33%)이 해당하였다(Fig. 1).

Low

29 (60.41)

Table 3은 고위험, 주의 및 정상군의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

1 (2.08)

성을 보여준다. 남아의 29.17%가 고위험군, 45.83%가 주의군

No response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clinical range for each test
n

Min

Max

Mean

8

89.00

113.00

101.88

9.34

0 (0.00)

CAT comprehensive attention

39

43.67

118.53

87.72

14.55

4 (10.26)

CAT working memory

39

27.50

130.50

84.47

21.99

9 (23.08)

K-ARS

47

0.00

50.00

12.68

11.16

8 (23.40)

K-CBCL behavioral problem

48

39 .00

91.00

60.23

13.86

19 (40.43)

K-CBCL social competence

48

20.00

75.00

44.63

11.80

12 (25.00)

K-BDI-II

23

23 .00

35.00

11.91

8.39

4 (17.39)

CDI-II

25

0 .00

30.00

15.76

8.16

11 (28.00)

K-YSR behavioral problem

9

51.00

78.00

59.44

8.35

2 (22.22)

K-YSR social competence

9

19.00

63.00

41.89

13.37

3 (33.33)

K-LDES

Standard deviation

Clinical range, n (%)

K-ARS: Korean-ADHD Rating Scale, K-BDI-II: Korean Beck’s Depression Inventory-II, CAT: Comprehensive Attention Test, K-CBCL: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CDI-I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II, K-LDES: Korean version for Learning Disability Evaluation
Scale, K-YSR: Korean-Youth Self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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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risk

에 속하였으며 여아의 경우 20.83%가 고위험군, 37.50%가 주
Moderate risk

Normal

의군에 해당하였다. 부모 진단에 따른 고위험군 분포를 살펴
보면, 부모의 진단이 우울증인 경우 29.03%가 고위험군, 38.70%
가 주의군에 속하였다. 부모의 진단이 정신분열인 경우에는
18.18%가 고위험군, 45.46%가 주의군에 해당하였다. 부모의
진단이 조울증인 자녀 3명 중 1명(33.33%)은 고위험군, 2명

25.00%

(66.67%)은 주의군으로 선별되었으며, 정상군에 속하는 자녀
33.33%

는 부재하였다. 집단별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통계학적 차이
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성별, 교육, 부모 진단, 출산력 및 사회 경제력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p＞0.05).

41.67%

고

찰

본 연구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장기추적관리 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국
Fig. 1. Proportion of high risk chidren for mental health.

내의 기존 정신건강 고위험군 선별연구는 초, 중, 고등학교 학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each group
No. (%)
Age, mean (standard deviation)

High risk group

Moderate risk group

12 (25.00)

20 (41.67)

13.25 (2.73)

13.30 (2.64)

Normal group
16 (33.33)
13.19 (2.17)

Sex, n (%)
Male

7 (29.17)

11 (45.83)

6 (25.00)

Female

5 (20.83)

9 (37.50)

10 (41.67)

Elementary

4 (25.00)

7 (43.75)

5 (31.25)

Middle

7 (29.17)

9 (37.50)

8 (33.33)

High

0 (0.00)

4 (57.14)

3 (42.86)

Etc.

1 (100.00)

0 (0.00)

0 (0.00)

Depression

9 (29.03)

12 (38.70)

10 (32.26)

Schizophrenia

2 (18.18)

5 (45.46)

4 (36.37)

Bipolar disorder

1 (33.33)

2 (66.67)

0 (0.00)

Etc.

0 (0.00)

1 (33.33)

2 (66.67)

Education, n (%)

Parents’ diagnosis, n (%)

Birth Record, n (%)
Pre term

1 (20.00)

2 (40.00)

2 (40.00)

Full term

10 (25.00)

16 (40.00)

14 (35.00)

Post term

1 (100.00)

0 (0.00)

0 (0.00)

Unknown

1 (100.00)

0 (0.00)

0 (0.00)

No response

0 (0.00)

1 (100.00)

0 (0.00)

High

0 (0.00)

0 (0.00)

0 (0.00)

High middle

1 (25.00)

1 (25.00)

2 (50.00)

Middle

1 (25.00)

1 (25.00)

2 (50.00)

Low middle

2 (20.00)

6 (60.00)

2 (20.00)

Low

8 (27.59)

11 (37.93)

10 (34.48)

No response

0 (0.00)

Socio-economic status,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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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0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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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거나, 우울, 주의력 결

전체집단(5.56%, 10.08%)보다 높은 비율이 K-CBCL 해당 척

핍, 자살심각도와 같은 특정 정신과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진

도의 절단점을 충족하는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행되었다. 최근, 국내 정신보건체계 내에서 아동청소년의 기

보고되었다.

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선별척도 개발 예비연구가 진

일반 인구집단보다 정신질환자 자녀의 정신과적 취약성이

행되었으나,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제작되어 다양한 연령의 아

높은 결과는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양상이다. Rasic 등32)

동청소년에게 확대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30) 이와

은 33개 연구의 메타분석을 통해 부모가 조현병, 조울증 등의

달리 본 연구는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그 자녀는 성인기까지 32%의 확

성인의 초, 중, 고등학생 아동청소년 자녀로 선별 대상자를 특

률로 심각한 정신질환이 이환되는데, 이는 일반 인구집단의 두

정 지었으며,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대한 부모평정과 자녀평정

배에 해당하는 위험도임을 밝혔다. 또한 Dean 등33)은 865078

및 신경인지평가를 실시하여 다각도로 정신과적 문제에 접근

명이 등록된 덴마크 코호트를 분석하여 부모의 정신질환은

하였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그 결과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아

아이의 정신과적 문제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관찰하였

동청소년이 1개 이상의 검사에서 정신건강 이상 징후를 보이

고, 특히 두 부모가 모두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가장 강한 상

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특히, 4분의 1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은

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연구 결과가 정신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추적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적 질환이 있는 환자 및 그들의 자녀에 대한 낙인효과(stigma)

나타났다. 하지만 선별검사 실시 당시 실제로 의료센터의 정신

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의학과나 정신건강관련 기관에서 치료적 개입을 받고 있

부모의 정신질환 외에도 다양한 환경요인이 아동청소년의

는 아동청소년은 12명의 고위험군 대상자 중 단 2명에 불과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CBCL을 이용하여 미국 내

였다. 정신건강의학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도움을 받지

국가적인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아동

못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적인 수준에서 정신

학대를 경험하고 아동복지 센터와 연계된 2~14세의 아동청소

건강에 대해 주기적인 선별검사와 치료적 개입을 실시하고 이

년의 47.9%로 약 절반가량에 이르는 대상자가 문제행동척도

를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할 필요성

에서 임상적 수준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그

이 재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밖에 사회경제적 취약성 요인, 탈북 혹은 난민 가정, 부모의 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신질환이 없는 대조군 혹은 일반 집

혼과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 변화 등 다양한 가정 요인이

단과의 비교를 직접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일반 인구집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

단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간접 비교해 보았을 때

다. 따라서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개입도 중요하지만,

에 정신질환이 있는 성인의 자녀의 정신건강이 더욱 취약함을

정신건강에 취약성을 지니는 대상들에게 선택적 예방개입과 선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주관 하에 매해 실시되는

별,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체계와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에 의하면 약 10% 내외가 정신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강 고위험군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13년 실시된 55개의 초,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지역사회 정신

중, 고등학교 대상 전수조사에서는 1234명의 아동청소년이 정

건강증진센터 등록 회원의 구성이 중증 정신질환자(예: 만성

신건강 사례관리가 필요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31) 또한 본

정신병) 위주로, 독신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연구와 유사한 검사도구를 사용한 2005년 서울시 역학사업

회원의 자녀를 모집해야 하는 본 연구에서 연구 기준에 해당

12)

연구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전체 초, 중, 고등학생 표본과 본

하는 대상자를 발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연구 대상자의 정신건강 상태 비교를 시도하였다. 자기보고식

경우에도 부모의 인지장해 또는 동기 부족으로 자녀평정이 어

우울척도와 K-CBCL이 개정되어, 본 연구와 2005년 역학연구

려운 경우가 많았고, 연구참여 동의율도 저조한 편이었다. 본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정신

연구에서 대상자에 대한 평가는 주 양육자가 하되 심한 정신질

건강정도의 대략적인 윤곽에 대한 간접 비교가 가능하다고

환으로 평가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와 가장 가까

볼 수 있다. 그 결과, 전체집단 대상에서 우울증 임상척도(BDI,

운 관계에 있는 양육자가 대신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가까운 양

CDI)를 통해 중등도(moderate) 이상의 우울문제를 보이는 아

육자도 부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의 적은 표본수로 인

동청소년은 총 3.11%로 보고된 반면, 본 연구에서 우울증 임상

해 통계적 검정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랐다. 추후의

척도(K-BDI-II, CDI-II)의 중등도(moderate)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대상자 확보를 위하여 대상자의 교사

아동청소년은 총 31.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CBCL

평정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부모

에서도 문제행동 및 적응척도에서 본 연구(40.43%, 35%)에서

의 정신의학적 상태에 따라 융통성 있게 프로토콜을 적용하

http://www.jkaca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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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손 가정, 결손 가정으로 친인척이 양육하나 주 양육자

환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회원인 경우 등으로 연구의 대상을 확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에 제한점이 있다.

대하여 연구 등록률과 추적률을 높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고위험군

향후 유전적 취약성과 환경적 위험을 공유하고 있는 연구대상

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평가하여,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

자를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심리

적 추후관리를 가능케 하며, 예방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초석

상담센터 등과 같이 정신건강관련 기관에 방문하고 있는 사람

을 마련하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국외에서 실시된 연구들

들의 자녀군까지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

에 의하면 정신질환이 있는 부모의 자녀에 있어서, 생물학적

을 것이다.

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위험요소 및 예방 요소를 알아내

둘째, 본 연구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프로토콜을

어,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거나 질병 초기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

개발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기에 선별과정 실시의 효용성을 높

하다. 부부 치료, 부모의 정신 질환의 치료, 양육 훈련 등의 다

이기 위해 본 프로토콜에는 임상가가 직접 실시하는 구조화된

양한 개입이 아동의 정신질환에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밝혀

진단면접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실시된 프로

졌다. 최근의 메타분석에서는 예방적 개입을 통해 부모와 같은

토콜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대상자의 진단적 정보

정신질환을 발현할 위험성이 40%까지 감소될 수 있다고 보고

까지는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추후에는 보다 큰

되었다.34)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아동청소년 대상 정

표본수를 확보하여 질문지형 검사, 인지기능 검사 및 구조화

신건강 고위험군에 관한 결과는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 안녕감

된 진단면접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고 통합적인 선별 및 진단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비용의 감소 효과 불러올 수 있는 예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임상가

방 및 치료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프로토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결

연구에서는 부모 보고 및 자녀 보고의 질문지형 검사와 전산

론

화된 주의력 평가를 실시하여 정서, 인지, 행동에 이르는 다차
원적 문제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단일 검사 결과만으로

본 연구는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 자녀의 정신건강 현황을 파

정신질환 고위험군으로 과잉분류되는 오류를 줄이고 타당도

악하고 정신건강 선별검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결

를 확보하기 위하여 1) 인지평가, 2) 정서 및 행동-자가평정, 3)

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성인회원의 자녀들

정서 및 행동-부모평정의 3가지 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에서

중 상당수의 아동청소년이 정신과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임상적 문제가 시사되는 경우에 고위험군으로 정의하였다. 하지

본 연구가 정한 고위험군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청소년은 약

만, 인지평가에 포함된 K-LDES 학습평가도 부모의 평정을 통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지기능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

들의 자녀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역 사회적 수준의 예방과 관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CAT 주의력 검사는 인지기능에 대한

리를 위한 선별 및 치료적 개입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규준 문제로 만 16세 이상의 대

을 시사한다.

상자에게는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 혹은 고등
학생의 경우 정서 및 행동에 관한 자가평정과 부모평정 모두
에서 임상문제가 보고되어야지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
었다. 대상자 본인이나 부모가 정서 및 행동문제에 관한 통찰
(insight)이 부족한 경우에는 축소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모의 정신의학적 진단의 경우에는 기존에 병원에서 진단
을 받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진단명을 사용하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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