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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신 질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장애로 

인해 손실된 연수(YLDs)에 기여하는 두 번째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정신 질환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어떠한 의료적 치료를 

받고 있는 국가는 없다. 이는 일시적인 위기가 

아닌 일상적인 문제이다.

이 지역의 정책 결정자들과 의료 시스템이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2010년 일본이 정신 

질환을 5대 질병 중 하나로 선언했고 중국이 

2012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정신보건법을 

통과시켰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법체계를 

상당한 수준으로 정비했고 인도에서는 2014년 

처음으로 정신보건 정책을 채택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APEC과 ASEAN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모든 15개 국가들과 

관할지역들1(단순화를 위해 여기서 국가로  

통칭)이 정신 질환 환자들이 시설 밖에서 

생활하도록 치료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얀센 아시아 

태평양이 후원하는 이 EIU 연구는 이 지역의 

국가들이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통합 성과를 

평가하는 지수 19명의 각국 및 해외 정신보건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광범위한 자료 검색이 

활용되었음을 밝힌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신 질환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 심각한 

건강 및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1990년대에 도입된 평가기준이 이전에 가려진 

정신 질환의 피해상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평균적으로 15개 지수 국가들에서 YLD의 1/5 

이상과 장애 보정 손실 연수(DALY - YLD와 조기 

사망의 공동 척도)의 9.3%가 정신 질환에서 

초래되고 있다. 현재부터 2030년 사이에 정신 

질환이 인도와 중국의 경제 성장을 11조 달러 

감소시킬 것이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정신 

질환으로 인한 GDP 손실액이 현재 각각 3.5%와 

5%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커다란 문제인 

자살과 그로 인한 비용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정신 질환으로 인한 실제 개인적, 

경제적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정신 질환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연령표준화 DALY로 평가할 때 정신 질환의 

절대적 부담이 모든 지수 국가들에서 거의 

변화하고 있지 않으며 경제 성장과 개인 위험 

간에 명확한 연관성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질환들과 비교해 보다 빠른 진행으로 인해 

정신 질환에서 기인하는 보건 부담이 증가했으며 

공중 보건에서의 중요성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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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소수의 환자들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 

호주와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에서 정신 질환 

환자들의 50% 미만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인도와 중국에서는 약 10%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글로벌 추정치와 

일치한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치료가 종종 

불충분하다. 호주에서 불안 장애 환자들의  

16%만이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환자 중심, 지역사회 기반, 통합 서비스 제공이 

이상적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치료는 

정신 질환 환자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의료, 사회, 주택, 고용의 

통합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수십 년 동안 최고의 관행으로 인식되었고 

모든 지수 국가들에서 당국에 의해 현재 

최고의 관행으로 인식될지라도 과반수 이상의 

국가들에서 대부분의 치료가 여전히 병원을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수 분석에 따르면 해당 국가들을 4개의 

정신보건 통합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별 

점수들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 고용 기회에서  

두 국가는 100점 만점을 받은 반면 세 국가가  

0점을 받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4개의  

명확한 그룹이 존재한다: (1) 뉴질랜드와 호주; 

(2) 고소득 아시아 국가 (대만, 싱가포르, 한국, 

일본, 홍콩); (3) 중상위 소득 국가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4) 중하위 소득 국가 (인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 그룹들의 

구성 국가들이 이 분야에서의 성공과 경제 

개발 간에 명확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나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이외의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질랜드와 호주: 이들 국가들은 정신보건에 

상당한 자원을 할애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지역사회 기반 치료를 이행하고자 노력한 결과 

필요한 인프라, 관행, 인력을 구축하고 확보할 

수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보다 

중요하게 두 국가가 이 분야에서 상당한 문화적 

변화를 경험했다. 정신 질환 환자에 대한 편견이 

감소했으며 비정부 비임상 이해당사자들이 정책 

입안과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두 국가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룹들, 농촌 주민들의 의료 접근과 같은 

취약성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소득 아시아 국가: 이들 국가들은 선진 의료 

시스템 질적인 사회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 

역량을 겸비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또한 

지난 10년 동안 정신 질환 환자들에게 지역사회 

기반 치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 서비스들이 여전히 불충분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이의 주된 원인은 예산을 확충하고 

숙련된 인적 자원을 구축하며 여러 정부 

부문들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동일한 방향으로 

조정하고 여러 전문 분야 서비스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높은 시설 입원률과 대만의 일정 정도의 

입원률은 깊게 뿌리 내린 경제적 이해관계와 

임상 관행을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편견을 없애는 것이 

여전히 가능할 수 있으나 이의 진전이 느리고 

환자 옹호 그룹의 역할도 미미하다. 그러나 

자살률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신보건에 

지속적으로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중상위 소득 국가: 이들 국가들 또한 지역사회 

기반 치료 증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으나 

고소득 국가들보다 훨씬 최근에 시작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정신 질환 환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 의료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는 병원 기반 서비스가 

전문 정신 병원 시설보다 일반적으로 보다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필요한 일반/정신 의료 서비스 

시설과 인력 개발이 고소득 국가들보다 여전히 

뒤쳐져 있으며 많은 의료 공백, 심각하게 부족한 

임상의들 소수의 또는 전무한 비의료 서비스, 

기존의 비의료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조율 부족을 포함해 의료 수요가 훨씬 크다. 

중하위 소득 국가: 정신보건 전문가들의 부족을 

포함 정신 질환 환자들에 이용 가능한 의료적 

환자 중심 지역사회 
기반 통합 서비스 
제공이 이상적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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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부재; 비의료 서비스의 거의 전적인 부재; 

종종 노후화된 대형 병원들에 정신 의료 서비스 

집중 일부 국가들에서 인권 침해; 당면한 보건 

수요에 불충분한 예산과 이를 완벽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의 기술 역량 부재 등 이들 

국가들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연구를 위해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개선의 징후 중요한 새로운 법률 제정과 

프로그램 확립에 대해 강조한다. 

다른 형태를 띌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모든 그룹의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해당한다:

l 데이터: 개도국들에서는 유병률에 관한 기본 

정보조차 추정치에 불과하다. 보다 경제적으로 

발달된 국가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나 결과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다. 

l 도농 격차: 많은 개도국들에서 농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빈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거나 큰 병원으로 아마도 비싸고 힘겨운 

여행을 감내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는 국가들에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좋지만 농촌 지역의 낮은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률과 높은 자살률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l 편견: 정신 질환 환자들 특히 조현병과 같은 

중증의 질환 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쇠사슬 결박이나 또래 따돌림까지 

다양한 양상을 띤다. 너무나 자주 정신 질환 

환자들이 도덕적으로(그렇지 않은 경우 신체적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위험하다는 기본적 

믿음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상당한 

문화적 변화 보다 확실한 인권 관점에서의 

정신보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사회 통합을 향한 

모든 진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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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U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 국가들에서 정신 

질환 환자들을 지역사회로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했다. 

Johnson & Johnson Pte. Ltd.의 계열사인 얀센 

아시아 태평양이 본 연구를 위탁하고 자금을 

협찬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정신보건 통합 

지수라는 벤치마킹 연구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EIU의 2014년 유럽 정신보건 통합 지수의 교훈에 

비추어 이 지수 분석에서는 정신 질환 환자들의 

사회 통합과 관련된 지표들에서 각 국가들의 

대책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지수용 데이터는 

2016년 3월과 -5월 사이에 수집했다. 18개의 

지표들은 4개 범주로 나누었다:

l 정신 질환 환자들이 완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l 정신 질환 환자들의 의료적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l 정신 질환 환자들이 접근 가능한 기회 특히 

직업 관련 기회

l 인권 문제 편견과 싸우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 

시스템 거버넌스

지수 산출 방법에 관한 상세 설명은 이 보고서의 

부록에 나와 있다. 지수 설계를 위해 EIU가 전 

세계 다수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이 

프로젝트에 시간을 할애하여 조언을 제공해준 

다음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

l Chee Ng, 호주 멜버른 대학교, 아시아-호주 

정신보건 파트너십,소장

l Jack Heath, SANE Australia CEO

l Hong Ma, 중국 북경 대학교, 정신보건연구소, 

교수

l Pallab K. Maulik, 인도 죠지 글로벌 건강 

연구소, 부소장 겸 연구개발 책임자

l Tadashi Takeshima, 일본 NCNP Japan 전직 

정신보건 정책 및 관리국장

벤치마킹 연구 이외에 EIU가 이 보고서를 위해 

광범위한 자료 검색을 수행하고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인터뷰를 실시했다. 참여해 주신 다음 

분들께 또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l Nor Hayati Ali, 말레이시아 보건부 컨설턴트 

정신과의사(지역사회 및 재활 정신의학) 

l Shu-Sen Chang, 대만, 대만국립대학교

l 최성구, 한국 국립정신보건센터 의료부장

l Judi Clements, Multi-Agency Group 책임자, 

뉴질랜드, 뉴질랜드 정신보건기관 전직 경영 

책임자

l Daniel Fung, 싱가포르 Singapore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 소장

본 리서치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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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atanon Kwansanit, 태국 보건부 정신보건국 

국제 정신보건과 책임자

l Cynthia R. Leynes, 필리핀 의학대학교, 정신과 

및 행동 의학과, 필리핀 Philippine Psychiatric 

Association 전직 회장

l Harry Minas, 호주 Melbourne School of 

Population and Global Health Centre for Mental 

Health 글로벌 및 문화 정신보건과 책임자 

l Thanh Tam Nguyen, Basic Needs Vietnam 국가 

소장, 베트남 Mental Health and Community 

Development(MHCD) 창립자 겸 CEO

l Hugh Norriss, 뉴질랜드 소재 뉴질랜드 

정신보건기관, 전직 전략, 옹호 및 리서치 이사

l Vikram Patel, 인도 Public Health Foundation  

of India

l Siham Sikander, 파키스탄 Human Development 

Research Foundation

l Atsuro Tsutsumi, 일본 Kanazawa University 

Organisation of Global Affairs 부교수 

l Dan Yu, 홍콩 The Mental Health Association  

of Hong Kong 경영 책임자

l Nova Riyanti Yusuf, 인도네시아 전직 MP, 

새로운 정신보건법 주창자

EIU가 이 보고서의 컨텐츠를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에 포함된 의견과 견해가 반드시 후원사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한 어떠한 전문가들도 인터뷰 프로그램 

참여 대가로 재정적 보상을 받지 않았다. Paul 

Kielstra가 보고서 저자이고 Gareth Nicholson이 

편집자이다. 지수는 Trisha Suresh의 지도 아래 

EIU 리서치 팀이 고안하고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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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아시아 태평양의 정신보건 문제1
너무나 가시적으로 명백하여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아시아 태평양의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에서 

사람들이 정신 질환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Atsuro Tsutsumi Kanazawa, 

University Organisation of Global Affairs 

부교수는 말한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다른  

‘인기’ 질환들만큼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이 

애매한 상황의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대책에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신 질환은 다양한 질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다.2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많은 지역들에서 오래 동안 

유지된 한 가지 공통점은 사회가 이를 해결하기 

보다 무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존재한 치료 방법은 중증의 정신 질환 환자들을 

주요 지역 센터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병원에 

격리(빈번하게 영구 격리)하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이러한 태도에서의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일말의 희망은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sation, WHO)의 “정신보건을 

제외하고는 건강을 논할 수 없다(No health 

without mental health)”라는 명제가 이제는 

너무나 보편화되어 진부할지라도 지난 10여년  

동안 보편화된 국제적 합의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 연구에 포함된 

몇몇 국가들에서 가족 또는 심지어 정신 병원이 

때때로 환자들에 대한 쇠사슬 결박을 실행하고 

있다. 문제는 개도국들로 국한되지 않는다: 

2014년 한국의 외딴 염전에서 정신 장애 노예를 

착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1990년대까지 의료 서비스 데이터가 이를 

외면하는 추세를 부추겼다. 이용 가능한 수치는 

사망률에 집중했다. 정신 질환은 직접적인 

사인으로써 중요하지 않은 공중 보건 문제로 

취급되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WHO의 

글로벌 질병 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GBD)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3년 이 연구에 

포함된 15개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정신 

질환이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0.5% 미만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사망은 알코올과 약물  

중독 때문이었으며 이는 이미 공중 보건의 

중요한 주력 분야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WHO가 도입한 질병 

척도들에 따르면 사망률 수치는 심각한 빙산의 

미미한 일부만을 보여줄 뿐이다. 이러한 척도  

중 하나가 장애로 인해 손실된 연수(YLD)로 이는 

질병 유병률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장애 정도를 

결합한다. 정신 질환이 종종 비교적 어린 나이에 

시작되기에 이는 지수 국가들에서 평균 20% 

이상의 YLD로 상당한 희생을 강요한다. 이 척도로 

평가할 때 정신 질환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두 

번째 심각한 보건 문제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척도인 장애 보정 

손실 연수(DALY)는 YLD와 조기 사망에 따른  

손실 연수를 결합한다. 여기서 국가 수치가  

더 낮으나 여전히 평균적으로 정신 질환이 지수 

국가들에서 총 질병 부담의 9.3%를 초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신보건은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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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D 설문조사 이외의 다른 연구들의 수치들도 

보편화된 문제를 보여준다. 비교 데이터가 

없지만 지수 국가들에서 주어진 연도에 4% 

(싱가포르)-약 20%(베트남, 태국, 뉴질랜드,  

호주)의 성인 인구들이 진단 가능한 정신  

질환을 경험한다.3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상당하다. 역시 비교 

수치가 부족하나 하버드대 연구의 추정치에 

따르면 2012년-2030년 사이 정신 질환이 

중국의 생산성 증가를 9조 달러 이상, 인도에서 

2조 달러 이상 늦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Royal Australian and New Zealand College of 

Psychiatrists(RANZCP)는 아편 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 치료로부터 직장 생산성 상실까지 

정신 질환의 연례 추정 총 비용이 호주 GDP의 

3.5% 뉴질랜드 GDP의 5%였다고 추정한다. 이는 

전 세계 다른 선진국들의 수치와 유사하다.4 

인간적/경제적 비용에 대한 이 평가는 

거의 확실하게 너무나 낮다. 예를 들어 

GBD 데이터에서 자해와 정신 질환과의 

명백한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한 가지 예로 한국 정부 연구에 

따르면 자살 시도자들의 75%가 하나 이상의 

정신 질환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었다.5 이는 

사망률 부담에 대한 이해를 크게 왜곡시킨다. 

지수 국가들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이 정신 

질환으로 인한 사망보다 훨씬 더 빈번하다 
(차트 참조). 실제로 자살률이 특히나 높은 

한국과 일본에서 자살이 각각 전체 연령 조정 

사망률의 4.8%와 4.3%를 차지한다. 한국에서 

자살이 당뇨병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에 

버금가는 사망 원인이다. 재정적 측면에서  

2012년 한국에서 자살의 총 경제적 비용(치료, 

경제 활동 상실과 같은 모든 간접 비용 포함)은  

그 자체만으로 59억 달러 또는 그 해 GDP의  

0.5%에 약간 못 미쳤다.6 

유사하게 전국민 의료보험을 확립해 놓은 

선진국들에서조차 심각한 정신 질환 환자들의 

기대 수명이 일반 인구들보다 13년-30년 짧으며 

주된 사망 원인은 다른 비전염병(NCD)이다. 

원인 중 하나는 정신 질환 환자들의 보다 위험한 

행동이다: 최근 호주 리서치에 따르면 고영향 

정신 장애 환자들 중 48%가 비만이고 66%가 

흡연자이며 흡연자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전체 

인구들에서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다.7 일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다 

열악한 접근성이 또한 문제이다. 또 다른 최근 

호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문제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8 RANZCP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러한 조기 사망이 그 자체만으로 사회에 약  

1%의 GDP에 해당되는 연례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추산한다.9

다양한 지역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문제
한마디로 말해서 Siham Sikander 파키스탄 

NGO Human Development Research Foundation 

소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 질환은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이다. 전 지역에 걸쳐 이에 따른 

부담은 엄청나다.” 그러나 어떠한 국가에서 정신 

질환이 가장 일반적인지 정신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지는 무엇을 평가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표 1: 2013년 사망 원인 비중(연령표준화)
정신 질환 자살

한국 0.41% 4.76%

일본 0.18% 4.31%

대만 0.42% 2.76%

홍콩 0.41% 2.25%

호주 1.03% 2.12%

뉴질랜드 0.38% 2.09%

싱가포르 0.05% 1.96%

인도 0.10% 1.89%

태국 1.20% 1.85%

중국 0.39% 1.25%

말레이시아 0.55% 0.89%

베트남 0.34% 0.75%

파키스탄 0.07% 0.42%

필리핀 0.43% 0.42%

인도네시아 0.14% 0.29%

출처: WHO 글로벌 질병 부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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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차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질환들의 1인당 연령표준화 DALY 비율이 

놀랍게도 안정적이다. 1990년-2013년 사이 

모든 지수 국가들에서 평균 연간 변화율이 

0.7% 미만이고 일반적으로 훨씬 낮았다. 이는 

정확한 질환들 조합이 고정적이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 가지 예로 이 기간 동안 여러 국가들이 

자연 재해로 인한 광범위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해야 했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령표준화 정신보건 부담은 안정적이었다.

다수의 이들 국가들에서의 병리학적 변화와  

빠른 경제 성장을 감안할 때 이 정체에 가까운 

상황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달성 방법에 따라 

경제 개발이 정신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성구 한국 국립정신보건센터 의료부장은 

한국의 발전 모델에 기인한 대대적 문화적 

변화와 개별 학생들에게 더해진 치열한 경쟁이 

높은 한국 자살률의 다양하고 복잡한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제적 

변화가 총 국가 DALY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2: 정신 질환에서 기인한 100,000명 인구 당 연령표준화 DALY

1990 2000 2013
 평균 연간 변화  

1990-2013

호주 3058 3138 3138 0.11%

뉴질랜드 2805 2838 2818 0.02%

싱가포르 2418 2420 2405 -0.02%

홍콩 2328 2419 2364 0.07%

태국 2018 2259 2347 0.66%

파키스탄 2289 2300 2315 0.05%

말레이시아 2226 2271 2230 0.01%

인도 2149 2177 2191 0.08%

중국 2140 2114 2035 -0.22%

필리핀 1942 1982 2006 0.14%

한국 2135 2043 1970 -0.35%

일본 1972 1956 1973 0.00%

인도네시아 1861 1876 1885 0.06%

베트남 1822 1840 1856 0.08%

대만 1858 1858 1855 -0.01%

출처: WHO 글로벌 질병 부담 데이터*

유사하게 국가 발전 수준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대만과 베트남의 수치가 거의 동일하고 

홍콩과 태국의 수치도 거의 동일하다. 개별 

국가들이 특정 질환의 이환률에서 상이한  

패턴을 보일 것이나 전반적인 인상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할 때 비교적 좁은 DALY 범위 

내에서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령표준화 1인당 척도는 부분적인 

구도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인도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치가 안정적일지라도 

기저 인구 구성에서의 변화가 의료 시스템에 

가해지는 총 부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년-2013년 사이 연령표준화 

발생률이 거의 동일했을지라도 조현병에서 

기인하는 인도의 총 DALY 수가 인구 증가와 

노령화로 인해 70% 이상 증가했다.11

보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지수 국가들에서 정신 

질환에서 기인하는 총 DALY 비율이 평균  

6.8%에서 9.3%로 증가했다. 런던대학교 

경제학부, Vikram Patel, 국제 정신보건 교수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가들이 경제 

변혁을 진행함에 따라 정신 질환에서 기인할 

수 있는 질병 부담 비율의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경제 상황 개선이 정신 질환 

유병률 증가를 초래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주로 감염병 질환의 상대적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대신 정신 질환의 상대적 가중치 증가는 

다른 병리적 질환보다 훨씬 빠른 증가 추세를 

반영한다. 이는 개인에 대한 정신 질환의 전반적 

위험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긴박한 

공중 보건 문제임을 의미한다.

대체로 충족되지 않고 진화하는 다양한 
니즈들
멜버른 대학교의 Chee Ng, 아시아-호주 

정신보건학 파트너십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시아 태평양의 정신 질환 부담 규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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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우려되는 것은 “의료 격차를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Sikander 

박사는 파키스탄의 암울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억 인구의 국가에 600명의 정신과 

의사들과 그보다 약간 적은 수의 숙련된 정신과 

간호사들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치료 갭” 

(치료를 필요로 하나 이를 추구하거나 받지  

않는 환자들 비율)이 엄청나다.

파키스탄이 유일한 국가가 아니다. 중국에서 

주요 정신 질환 환자들의 92%가 치료를 

받지 않고 인도에서 이 수치는 약 90%이다.12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는 국가들에서의 상황은 

이와 매우 다르나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싱가포르에서 범불안 장애 환자들의 57%가 

치료를 받지 않고 주요 우울증 환자들의 60%가 

치료를 추구하지 않는다.13 이 수치는 세계 다른 

지역들과 일치하고 선진국에서 정신 질환의 

치료 격차는 보통 50% 이상이고 많은 저소득 

국가들에서의 격차는 90%에 육박한다.14

너무나 적은 수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을지라도 적절한 치료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일반 통념에 

두 가지의 기본적이고 상호 관련된 변화가 

발생했다. 첫 번째 변화는 치료 장소와 관련된 

것이다. 현재 인정받는 모범 관행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설에서 치료받기보다 가능한 한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치료를 받는 개인에게도 바람직하다. 

격리된 대형 병원은 방임으로 인해 매우 부적절한  

경향이 있었으며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도 

통제된 환경에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더라도 

지역사회에 재유입된 후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한 외래환자와 지역사회 치료가 

대형 병원보다 의료 시스템에 훨씬 저렴하다.

두 번째는 정신보건 치료 성격에서의 변화이다. 

전통적으로 질병의 기저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빈번한 사례들에서 정신과 치료는 

종종 약물을 통한 신체 증상 제거에 집중했다. 

이를 생의학 치료 모델이라 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또 다른 패러다임인 생물사회심리 모델이 

관심을 끌었다. 이는 정신 질환이 얽히고 설킨 

다양한 생물 심리 사회적 요인들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치료를 위해 한 

명의 전문가에게 의존하기 보다 정신과 의사 

심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 복지사 환자의 

니즈에 적합한 다른 전문가들을 포함한 여러 

전문 분야 팀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 공동 노력의 포괄적인 목표는 단순한 

증상 제거가 아닌 “회복” 또는 정신 질환의 

영향을 받은 환자들이 자신에게 합리적인  

질적인 삶을 영위하고 일정 수준의 독립적인 

기능 수행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회복에 관한 정의는  

“개인의 태도, 가치, 기분, 목표, 기술 및/또는 

역할을 변화시키는 매우 개인적이고 고유한 

프로세스이다. 이는 정신 질환으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고 희망적이며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는 한 방법이다. 회복이란 

정신 질환의 재앙적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 

의식을 강구하는 과정을 수반한다.”15

이러한 두 변화는 의료 시스템 내와 밖에서 

대규모의 복잡한 문화적, 구조적 변혁을 필요로 

한다. 이 프로세스는 빠르게는 1960년대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에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에 서유럽, 호주, 뉴질랜드로 

확산되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탈원화가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었을 당시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1990년대에 거의 완료되었다.16

공식적으로 모든 아시아 지수 국가들은 지금 

현재 지역사회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실제로 개념과 

변화 채택이 고소득 국가들에서 현저하게 

느리게 진행되었으며 중간 소득 국가들에서는 

현실적으로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17 다른 

한편으로 개인주의적인 서구 사회의 환자 보호 

회복과 같은 보다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요소들을 

현재 인정받는 모범 
관행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병원에서 
치료받기 보다 
가능한 한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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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중심적인 아시아 문화에 맞게 변환하여 

채택하는 과정이 훨씬 더 느렸다.

마지막으로 의료적 치료 이외에 충족되지 

않은 니즈가 있다. Hugh Norriss, 뉴질랜드 

정신보건재단 전직 전략 옹호 및 리서치 이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환자들이 임상적 문제로 

정신 병원에 입원하나 결과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정신 질환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사회, 주택, 고용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후반부에서 상세히 논의될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개도국들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좀처럼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지원과 주거 

지원은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책임이다. 

이러한 지원이 부족한 경우 많은 환자들이 

노숙자로 전략하거나 시설에 남게 된다. 

북경대학교 정신보건학연구소의 Hong Ma 

교수는 정신 병원 환자들이 “[의료적 이유가 

아닌] 노숙자이고 실직자로 가진 것이 없기에 

평생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몇몇 재정 상태가 좋은 병원들이 

병원 소속 농장과 같은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국가들이 보통 일정 

수준의 사회/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나 이로  

인해 상당한 자원과 조율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정신 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는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현재 정신 질환으로 

인한 명백한 보건 부담, 상당한 치료 격차 상황에 

맞게 진화해야 할 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Melbourne School of Population 

and Global Health 글로벌 문화 정신보건부 

책임자인 Harry Minas 박사는 “심지어 5년 

또는 10년 전보다 정신보건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아졌다. 전 지역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 초래될 추정 비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정부들이 이 문제를 보다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 가지 긍정적인 결과는 국내외에서 정책과 

법률체계가 이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지역 

국가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에 

동참해왔다. 인도 George Institute for Global 

Health의 부소장 겸 R&D 책임자인 Pallab Maulik 

박사는 인도가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력 사업의 

일환으로 다른 비전염병 범주 안에 정신 질환을 

포함시키는 노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15개 지수 국가들  

중 10개국을 관할하는 WHO의 서태평양지역 

사무소가 2015년에 WHO의 글로벌 정신보건 

행동계획서 2013-2020의 이행을 목표로 한 

상세한 어젠다를 발표했다.

글로벌 보건 기구들 이외의 다른 기구들이 국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2011년 이후 ASEAN이 

정부간 정신보건 태스크 포스 팀을 구축하여 

정신 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의료적/

심리적 치료 제공을 장려하고 모범 관행을 

공유해 왔다. 보다 최근에 외견상으로 경제 

기구일지라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가 건강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위한 

정신보건 증진 로드맵(2014-2020)을 발표했다 

올해 정신보건을 중요한 글로벌 개발 어젠다로 

채택하기 위한 세계은행(World Bank) 및  

WHO와의 공동 노력도 시작되었다.

지역 국가 차원에서도 법안과 정책 활동이 상당 

수준 진행되었다. 중국의 첫 번째 정신보건법 

제정(2012년) 2014년 인도네시아 법률의 

대대적인 현대화 작업 2014년 인도의 첫 번째 

정신보건 정책 채택 등이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된 

중요한 활동들이다.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지수 

국가들 중 필리핀과 베트남만이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지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긴 정신보건 법률과 정책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 특히 

고소득 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활동을 크게 강화했다. 한 가지로 예로 2013년에  

일본이 정신 질환을 5대 질병 중 하나로 지정했다.  

일본 National Centre of Neurology and Psychology  

따라서 정신 
질환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사회 
주택 고용 서비스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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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정책 및 관리 전직 국장인 Tadashi 

Takeshima 박사는 이 선언이 일본에서 “향후 

정신보건 개혁을 촉진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 활동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에 관한 광범위한 질문들이 존재한다.  

“우리 모두는 법률 제정이 자동적으로 풀뿌리 

차원에서의 변화를 도모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Ng 교수의 의견은 다른 사람들과 

유사하다 법률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률 제정이 항상 필요한 자원 확충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개도국들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그는 부언한다. 또한 재원 

확충이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해 

주지 않으며 이는 특히나 중간 소득 국가들에서 

만연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후반부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정신보건 법률과 정책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단순히 법령으로 

척결할 수 없는 사회 내의 부정적인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과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야심 찬 

목표를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방대하고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EIU는 이해당사자들이 각 15개 

지수 국가들에서 정신 질환 환자들을 위한 현재 

서비스 제공의 장점과 약점을 이해하도록 돕고 

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도구로 아시아 

태평양 정신보건 통합 지수를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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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 개략적으로 묘사한 정신 질환 부담 
양상은 넓은 의미에서 정확하나 데이터 문제로 
인해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불명료하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빈번한 데이터  
부족으로 특히 개도국에서 문제가 된다.  
다수의 지수 국가들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 심지어 유병률이 높은 
질환들에 대한 설문조사조차 존재하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들이 인구의  
약 15%만을 대상으로 한다. 동남아시아에서 
이 문제는 훨씬 심각하여 이러한 설문조사가 
평균적으로 5%의 인구만을 대상으로 한다.18 
Maulik 박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저소득과  
중간 소득 국가들에서 입수 가능한 현행 
연구들이 확실히 부족하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 내 변동성을 포함한 격차가  
폭넓게 존재한다.” 그 결과 국가 수치들이  
몇몇 설문조사들의 모델에 주로 의존하고  
이 설문조사들 내 오류(존재하는 경우)가  
여러 국가들의 추정치에 재생산된다.

공중 보건상 중요한 다른 질환의 일부로 
정신보건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관련 데이터가 
수집되는 경우가 드물다. Ng 교수는 출생전후기 
정신보건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동남아시아에서 산모와 영아 건강에 관한 
관심이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산후 우울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서 산후 우울증에 관한 일체의 공식 
데이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예상한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보다 나은 데이터(특히 
주요 우울증 불안 장애 조현병)를 보유하고 
있으나 중요한 약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광범위한 2013년 문헌 검토 결과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고소득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서의 경미한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유병률 설문조사들이 평균적으로 5% 
미만의 인구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19 
실제로 Patel 박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 
가용성이 개별 질환별로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그는 “자폐증의 광범위한 인구 기반 
유병률 설문조사를 실시한 아시아 국가가 
없으며 인도가 곧 첫 번째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유병률 데이터는 시작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Norriss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결과에 관한 
종합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치료가 어떠한 차이를 
만들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는 
만연된 문제로 Ng 교수에 따르면 호주를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의 선진국들에서 조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으나 바람직한 결과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데이터 부족은 단순히 학문적인 우려사항만이 
아니다. Fung 박사는 정책 차원에서 “정보 없이 
정책 입안자들을 움직이기 어렵다”고 말한다. 
치료의 질이 또한 영향을 받게 된다. 최성구 
박사는 한국에서 불충분한 증거 기반은 조악한 
치료 표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모든 
병원들이 자체 관행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국립정신보건센터를 수립한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모범 관행의 표준화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은 YLD DALY 사망률로 측정한 
정신 질환이 미치는 영향의 심각한 격차에 
기반하여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질병 부담 
평가기준을 이해하게 되고 모든 국가들이 
데이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Minas 박사는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이 멀다.

데이터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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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정신보건 통합 지수  
및 그 결과2

지수는 18개의 다른 분야(지표)에서 15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긴다. 

이들은 정신 질환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하다. 각각의 지표들은 4개의 범주들 중 

하나에 포함된다: 환경 (정책이 정신 질환 

환자들이 안정적인 가정과 가족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도); 접근성 (의료 서비스 

존재와 가용성); 기회 (정책이 정신 질환 환자가 

고용에 참여하도록 증진하는 정도); 거버넌스  

(편견을 줄이고 인식을 제고하며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노력).  

또한 점수들을 하나의 총점으로 집계한다.  

지수 설계와 채점 방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부록 2를 참조한다.

지수의 목표는 자의적인 승자와 패자 목록을 

생성하는 것이 아닌 국가들의 현재 실적과 개선 

방법에 관한 논의를 증진하고 지수 국가들에서 

모범 관행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동반 

차트가 범주와 전반적 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들이 몇 가지 중요한 관찰사항을 

제공한다:

다양성 내에 질서 존재: 지수 결과를 보면 두 가지 

사항이 가장 눈에 띤다. 하나는 지수가 나타내는 

실적 범위가 방대하다는 것이다. 이는 두 지수 

국가들이 만점을 받고 세 국가들이 0점을 받은 

기회 범주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다. 다른 

분야에서는 이 만큼 확연하지 않을지라도 표의 

상위와 하위 간 차이가 언제나 크게 나타난다. 

2014년에 실시한 국가 수가 두 배나 많은 유사한 

유럽 지수의 총점 60.6점과 비교해 총점이  

81.9점이다.

이러한 큰 차이는 예측 가능하다. Minas 박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아시아 태평양은 방대하고 

경제 발달 역사 정부 시스템 문화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비상하게 많은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 심각한 차이 속에서도 전체와 범주 순위에서  

4개의 국가 그룹들이 명확히 존재한다:

1. 뉴질랜드와 호주;

2. 고소득 아시아 국가 (대만, 싱가포르, 한국,  

일본, 홍콩);

3. 중상위 소득 국가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4. 중하위 소득 국가 (인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는 우연에 의한 그룹이 아니다. 국가들이 

정신 질환 환자들을 사회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도전들이 이 그룹들 내에서 유사하나 

종종 다른 그룹 내 국가들이 직면한 도전들과는 

유형이 아닌 그 정도에서 매우 다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필연적으로 복잡할 수 밖에 없는 

범아시아 태평양의 양상을 제시하려 노력하기 

보다 이 네 그룹의 상황을 차례로 점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수 점수에 관한 일반적인 

몇몇 사항들을 말하고자 한다.

선도 국가들이 완벽하지도 혁신을 독점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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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뉴질랜드와 호주의 높은 점수는 이 

분야에서 두 국가의 상대적 장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의 전문가들이 진행 중인 여러 약점을 

지적한다. 다음 섹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두 국가가 모두 서비스 변동성과 조율 문제 

뉴질랜드의 경우 높은 비자발적 치료율을  

포함한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심지어 바람직한 관행이 바라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호주가 고용 기회에서 

만점을 받았을지라도 Minas 박사는 다양한 

이유로 “중증의 정신 질환 환자들이 좋은 

직장에서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주요 과제”라고 언급한다.

유사하게 파키스탄의 최하위 순위가 놀랍지 

않다는 Sikander 박사는 또한 개선이 곧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특히 보건부가 

총점
점수 색인

90+
60-80
30-60
10-30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태국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호주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총점

순위   국가 점수
1 뉴질랜드 94.7

2 호주 92.2

3 대만 80.1

4 싱가포르 76.4

5 한국 75.9

6 일본 67.4

7 홍콩 65.8

8 말레이시아 54.1

9 중국 45.5

10 태국 44.6

11 인도 29.4

12 필리핀 25.5

13 베트남 20.6

14 인도네시아 16.7

15 파키스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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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격차 행동 계획에 따라 4개 도에서 9대 

정신 질환을 인지하여 기본 치료를 제공하도록 

의사들과 다른 일차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전국적으로 

이를 실시할 것이다.

나라의 부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절대 전부는 

아니다: 결과 내의 4개 국가 그룹들이 국부(또는 

1인당 GDP로 계량된 소득)와 국가별 정신 질환 

환자들의 효과적인 지원 방식 간에 중요한 연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관 관계는 

부분적일 뿐이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1인당 

GDP가 한국과 대략 동일하고 싱가포르의 절반 

미만이다. 정신보건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출이 결과에서의 차이를 일정 정도 설명해주나 

그 또한 불완전하다. 2014 WHO Mental Health 

Atlas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이 분야에서 연간  

1인당 0.01달러를 지출하는 반면 뉴질랜드는 

184.63달러를 지출하고 이는 지수 점수와 

일치하는 차이이다. 그러나 한국(44.81달러)과 

일본(153.70달러)의 상응하는 수치는 비경제적 

문제가 일본보다 높은 한국의 순위를 설명하는 

데 관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가들이 아시아 태평양 정신보건  

부담과 수반되는 사회통합 과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고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비경제적 요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려면 

지수 결과가 정의한 각각의 4개 국가 그룹들의 

과제와 성과를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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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은 EIU가 정신보건 통합 지수를 개발한 두 
번째 지역이다. 2014년에 이는 30개국을 포함한 유럽 지수를 
생성했다. 두 지수는 설계상 범주와 지표들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계량화의 기술적 차이로 인해 개별 
아시아 태평양 결과와 유럽 국가 결과 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다. 그러나 두 지수로부터 터득한 광범위한 
교훈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신 질환 
환자들의 지역사회 통합에 수반되는 글로벌 과제를 조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지수의 결과는 많은 의견 부분 유사하다.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국가들의 성과가 좋으나 
중요한 조건들이 관여되어 있다. 선두 유럽 국가들(독일, 
영국, 북유럽)은 지역사회 기반 통합 치료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긴 역사가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 모두가 이 과제를 다면적으로 인지하고 모든 
범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성과가 
뉴질랜드와 호주의 성과와 매우 유사하다. 이 두 국가는 
유럽 지수 리더들과 대략 동일한 시기에 시설 입원 치료에서 
지역사회 기반 회복 중심 치료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또 다른 공통적인 교훈은 이 전환을 위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것이다. 탈원화 조차 빈번히 불완전하다. 일본, 한국, 
대만과 마찬가지로 톱 10 국가들 중 4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지수 국가들에서 지역사회 기반 치료보다 정신 병원 
장기 입원 치료 환자들이 더 많다. 보다 일반적으로 두 지수의 
모든 국가들이 여전히 의료적 치료의 다른 요소들을 통합할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정신 질환 환자들을 위해 
의료적 치료와 고용, 주거, 다른 사회 서비스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두 지수 내 국가들 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문화적 
차이이다. 서구에서 지역사회 기반 치료(및 실제로 회복)의  
동인은 개별 환자의 존엄성과 의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유럽에서 탈원화의 창시자들 특히 가장 
유명한 Franco Basaglia와 이탈리아의 Democratic Psychology 
운동은 인권 운동이었다. 이들은 병원 밖에서의 치료가 보다 
효과적일 것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의료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또한 이러한 치료를 시도한 적이 없었으나) 

정신병원에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정신에 해롭고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근본적 접근방식이 아시아에도 존재한다. National 
Taiwan University의 Shu-Sen Chang 박사는 “겉으로 보기에 
명백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30년 전 대만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지역사회 치료 개선에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정신 질환 환자들의 인권을 포함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했다”고 그는 부언한다. 그러나 
이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다. Minas 박사는 “지역의 일부 
정부들은 인권 접근방식을 두려워한다”고 언급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정신 질환 환자들의 이들을 대신한 옹호 
활동이 고소득의 민주적인 아시아 국가들에서 조차도  
여전히 드물고 Fung 박사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는 주로  
“아시아인들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들에서는 이러한 
침묵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극복되었으나 매우 개인화된 
회복의 핵심 개념을 아시아 문화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 
복잡하다. 개인적으로 충만한 삶 또는 이를 추구할 자유가 
의미하게 되는 것은 개인적 자율성과 가족 또는 보다 
광범위하게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이 서구와는 상당히  
다른 아시아에서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Tsutsumi 
박사는 예를 들어 사회 적응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아시아 문화에서 환자들이 실제로 새로운 삶의 구축을 
원하기 보다 주로 생의학적인 증상 제거와 “치유”를 공유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최소한 회복에 관한 생각이 중요한 
점들에서 다를 것이다.20

당연히 2013년 한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서 회복 개념의 정립과 이행이 여전히 
초기 단계이고” 홍콩에서 그 당시 이 용어의 적절한 중국어 
번역조차 존재하지 않았다.21

문화가 결코 불변하는 것은 아니나 아시아 국가들이 
지역사회 치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구 개념을 현지 
규범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유럽 지수와 아시아 태평양 지수 간 유사점 및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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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순위3

1. 환경
순위 국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
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한국
대만

뉴질랜드
호주

15

14

13

12

11

=9

=9

8

7

=5

=5

4

3

=1

=1

15.0

25.0

33.3

40.0

50.0

60.0

60.0

65.0

71.7

73.3

73.3

75.0

81.7

90.0

90.0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2. 기회
순위 국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뉴질랜드
호주

=13

=13

=13

12

11

10

9

=7

=7

=5

=5

=3

=3

=1

=1

0

0

0

11.1

16.7

22.2

38.9

61.1

61.1

72.2

72.2

88.9

88.9

100.0

100.0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3. 치료에 대한 접근성
순위 국가

파키스탄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한국

뉴질랜드
호주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5

10.0

10.3

20.2

26.9

27.4

37.0

43.6

58.6

72.9

77.8

81.5

82.7

95.8

96.9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4. 거버넌스
순위 국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5.1

23.8

24.0

31.9

35.9

42.6

50.3

53.3

53.9

65.6

72.1

75.6

77.0

84.9

94.9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정신보건 지수 2016—총점
총점

순위 국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호주

뉴질랜드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2.8

16.7

20.6

25.5

29.4

44.6

45.5

54.1

65.8

67.4

75.9

76.4

80.1

92.2

94.7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선도국: 뉴질랜드 및 호주
지수 결과들이 분명하게 뉴질랜드와 호주를  

모든 다른 국가들보다 상위에 평가한다.  

이들 국가들은 총점과 모든 범주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한다. 세부 항목들을 살펴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교차 정책 정도와 정신과 의사 

수를 제외한 모든 지수 지표와 하위 지표들에서 

두 국가 중 하나가 단독 1위이거나 공동 1위이다. 

교차 정책 정도와 정신과 의사 수에서도 두 

국가가 4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는 전문가 

의견과 일치한다: Tsutsumi 박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결과는 “놀랍지 않다. 뉴질랜드와 호주가 

지역사회에서 정신 질환 환자들을 포용하는 데 

훨씬 더 성공적인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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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의 소장인  

Daniel Fung 박사와 같은 외부 관찰자들에게  

이들 국가들의 성공의 주요 동인은 명백하다: 

바로 정신보건 서비스에 할애된 상당한 자원이 

성공의 동인이다. 뉴질랜드에서 이에 대한 연간 

지출이 1993/94년 회계연도의 2억 7,000만  

달러에서 2010/11년에 12억 달러 또는 보건 

예산의 10%로 증가했다. 이중 대부분(76%)이 

지역사회 기반 치료에 지출된다. 이러한 지출 

덕분에 2002년-2009년 사이 전문의 이용률이 

51% 증가하는 등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다. 동일하게 1992/3년-2010/ 

11년까지 호주 중앙 정부와 주 정부의 모든 

정신보건 치료 제공에 대한 지출이 실질 

액수 면에서 178% 증가했고 1인당 관련 의료 

종사자와 사회 복지사의 수가 35% 증가했다.22

자원이 매우 중요할지라도 현지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들의 상대적 순위를 설명하는 데 다른 

요인들을 우선 지적한다. 이 요인들 중 하나가 

긴 노력의 역사이다. Minas 박사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수십 년 동안 [정신보건 제공]을 

개혁해 왔다”고 설명한다. 시간이 제공하는 일부 

이점은 실용적이다. Minas 박사는 “지역사회 

기반 치료로 전환하려면 법률 구조 재정 수가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부언한다.

장기간의 노력이 소요되는 성공을 위한 또 다른 

요건은 “일반 대중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 질환 환자들을 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문화적 변화”라고 Minas 박사는 

말한다. 뉴질랜드 정신보건재단전직 경영 

책임자이자 차별과 싸우는 정부, NGO, 소비자  

단체 연합인 Multi-Agency Group 책임자인  

Judi Clements도 이에 동의한다. “정신 질환 

환자들은 사회에서 격리시켜 외딴 곳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과 같은 넓게 확산된 

믿음이 어떠한 근거에도 기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주요 사회적 변화이다.” 편견이  

여전히 존재할지라도 적지 않게 감소했다.23 

Norriss는 계속하여 “우리가 20년 전 정신 질환을 

극단적으로 수치스러운 질환으로 간주하는 

문화로부터 이에 관해 기꺼이 언급하고자 하는 

문화로 크게 변모해 왔다”고 말한다.

또한 문화적 변화가 의료 서비스 시스템 내에 

뿌리를 내리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1998년 이후 회복 기반 접근방식이 모든 

뉴질랜드 정신보건 서비스에서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처음에 이러한 변화에 일정 정도 

의료계의 저항이 있었고 진료의와 환자들이 

이를 전적으로 이해하는 데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24

지수 선두 국가들과 다른 국가들 간을 

차별화하는 마지막 주요 요소는 구조적 및 

문화적 변화의 필요를 통합한 것으로 보다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을 서비스 제공에 

통합하는 것이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정신 질환 

환자들(때때로 소비자라고도 함)이고 그 다음이 

간병인들이다. 두 국가에서 1990년 중반부터 

소비자와 간병인이 정신보건과 사회 치료  

내에서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뉴질랜드에서 이들이 이제 모든 차원의 의사 

결정 기구에 통합되어 있다.25 학문적 연구 

내에서조차 연구자들과 환자들 간 “공동 작업”이  

대세이다. 다른 한편으로 호주에서도 Minas 

박사는 이러한 그룹의 참여가 “두드러진 특징”

이라고 말한다. 소비자들과 간병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모든 국가 정신보건 계획 및 자문 

그룹들에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11년경 

지방과 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3/4에서 공식 발언권을 얻었다.26

이 그룹들이 제공하는 가치는 엄청나다. Norriss는  

소비자 관점을 견지한 개인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력에 관해 설명하며 예를 들어 

“이들의 의견이 병원 기반 정책이 환자들에게 

입힐 수 있는 피해를 밝히고 회복을 가능하게  

할 접근방식을 보급할 수 있다.”

문화적 변화가 의료 
서비스 시스템 내에 
뿌리를 내리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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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정신 질환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NGO들의 특출한 존재감이 

기여하고 있다. 현재 수백 개의 NGO들이 

주정부 정신보건 지출액의 24%를 수령하고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 

장애 환자가 공공 부문 지역사회 정신보건 

의료팀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NGO들로부터 

일상적인 지원을 받는다.”27 Norriss는 이 

상황이 재원 조달 교육을 포함한 제3 부문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견실한 정책적 의지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말한다. 지역 단위 NGO들은 

일반적으로 주정부 운영 기구들보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와 호주의 매우 높은 지수 

점수는 일부 경제 저개발 국가들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점수들과 비교한 상대적 점수이다. 

정신 질환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치료 격차가 

현저하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50% 이상이다. 

다른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도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너무 적다. 불안과 정동 장애의 경우 이는 16%에 

불과하다.28

그러나 이 두 국가가 정신보건 분야에서 직면한 

문제는 근본적인 제도상의 결함이 아닌 시스템의 

장점이 모든 개인들을 위해 일관된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일부의 경우 

완벽하지 않은 세상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Minas 박사는 정신 질환 환자들을 위한 안전한 

주거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주요 도시들에서 주택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들조차 주거지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이 경우 문제 해결 

방안은 건강이 아닌 적절한 주택 정책이다.

그러나 정신보건 치료 제공에서 일부 주요 

약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두 국가에서 모두 

치료 접근에서 상당한 지리적 차이가 존재하고 

주정부 지출액에서의 차이로 판단할 때 호주에서 

지난 수년 동안 이러한 차이가 악화되었다.29 이 

문제는 농촌 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고 모든 지수 

국가들에서 그 특징을 달리할지라도 공통적인 

문제로 나타난다[상자 참조].

유사하게 원주민들의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률과 

치료 결과가 취약한 경향이 있으며 정신보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상이한 이해들로  

인해 원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30 이는 상당 기간  

동안 두 국가에서 정책적 우려사항이었으나 

Norriss가 뉴질랜드에 관해 언급한 바와 같이  

“원주민들의 니즈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을지라도 통계상으로 원주민들이 

여전히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

두 국가들에 공통적인 또 다른 문제는 정신 

질환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돕는 

완벽하게 조율되고 통합된 접근방식을 찾는 

것이다. Norriss는 뉴질랜드에서 지역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문제가 존재하나 “이는 지역 보건 

위원회들 간에 상당히 다르고” 지역에 대규모 

NGO가 존재하는 경우 효과적인 조율 모델을 

실험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보다 

광범위한 정책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요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고 말한다.

호주에서 문제는 보다 뿌리 깊고 체계적으로 

존재한다. 헌법에 규정된 국가 주 지방 정부들이 

책임져야 할 치료 책임의 분산으로 인해 또한 

시스템에서 소비자들과 NGO의 중요한 역할로 

인해 조율 문제가 모든 의료 서비스에서 끊임 

없이 반복되어 제기된다. 정신보건에서는 통합의 

중요성으로 인해 이 문제들의 영향이 보다 

격화된다. 예를 들어 탈원화가 적절히 확립되어 

있을지라도 2010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정부는 “주택과 다른 적절한 지원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경우 특수 정신 병원 병상 환자들의 약 

이 두 국가가 
직면한 문제는 
시스템의 장점이 
모든 개인들을 위해 
일관된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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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를 퇴원시킬 수 있다”고 추정했다.31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한 후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른 문제들이 발생한다. 

최근의 전문적인 정부 검토가 “지역사회 내 

시설화”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단편적인 도움을 받거나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며 건강 악화와 

제한적인 삶의 기회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들이 병원 병동 주거 교육 고용의 단편적인 

지원 시스템 과부화 지역사회 및 비정부 

서비스를 포함한 단절된 중재 시스템 내에서 

떠넘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32

잘 조율되는 경우에도, 뉴질랜드는 지역사회 

내에서 비자발적 치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치료 명령(CTO) 사용 증가의 문제를 안고 있다. 

국제 표준으로 강제 치료와 격리율이 높고 

심지어 유엔 인권 위원회도 CTO 사용 방법을 

주시하게 되었다.33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정신보건 분야에서의 긴 역사가 가진 단점을 

반영할 수 있다. 1992년 제정된 지역사회 

치료로의 전환을 시작한 동일한 법률에 CTO 

사용에 관한 법적 제약이 추가되었다. 이 법률이 

당시 기준으로 매우 진보적이었을지라도 그 후 

모범 관행이 변화해 왔기에 법률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34

이 지수 선두 국가들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통합된 지역사회 기반 치료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다. 이는 전혀 

놀랍지 않다.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으로의 

전환이 방대한 과제이고 항상 추가적 개선이 

가능하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EIU 유럽 

정신보건 통합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독일의 

가장 큰 약점이 견실한 개별 서비스들의 

통합이다. 유사하게 치료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소외된 개인들과 집단들을 위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유럽의 다수의 

선두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이다.

따라서 최근 수십 년 동안 뉴질랜드와 호주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과 

정신 질환 환자들의 거주지에 관한 문화적 

변화일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서비스 제공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

Norriss는 “수십 년의 강한 편견 반대 운동”이  
뉴질랜드가 정신 질환 환자들의 지역사회 
통합에서 상대적인 성공을 거둔 주요 
원인이었다고 믿는다. 이 운동의 핵심은 
“Like Minds, Like Mine” 편견 반대 차별 반대 
프로그램으로 이는 1997년 설립되었을 당시  
전 세계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국가 캠페인들  
중 첫 번째 캠페인이었다.

Like Minds, Like Mine 구조는 뉴질랜드의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접근방식을 
반영한다. 정부가 보건부와 건강증진국을 
통해 초기 탄력을 제공했으며 이제 지속적인 
자금과 감독을 제공한다. NGO인 Mental Health 
Foundation이 전국적인 조율과 의사소통을 
제공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그룹들이 많은 현지 

노력을 수행한다. 모든 수준에서 프로그램이 
리더십과 프로젝트 제공에 정신 질환 
경험자들의 참여를 강조한다.

Like Minds, Like Mine은 두 수준의 활동에 
참여한다. 첫 번째는 일련의 전국적인 광고 
캠페인이었다. 이의 목적과 성격이 5단계에 
걸쳐 진화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대범해졌다. 
처음 광고의 목표는 우울증과 같은 일반적인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광고가 보다 치명적인 
정신 질환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개선시키고 
회복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통념과 싸우고  
차별 인식을 제기하며 긍정적인 행동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을 추구했다.35 처음부터 “배우가 
아닌 실제 사람이 자신의 정신 질환 경험에 

뉴질랜드의 “Like Minds, Like Mine”—편견에 맞선  
20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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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TV에서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기에” 이 메시지들이 
효과적이었을 수 있다고 Clements는 말하고 이러한 시도가 
그 당시 세계 최초였다고 그녀는 믿는다. 

Clements는 앞으로 프로그램 노력의 이러한 측면이 시간과 
함께 변화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러한 노력이 대중 
매체로부터 보다 저렴하고 대상 청중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활용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말한다. Like 
Minds, Like Mine의 다른 두드러진 활동은 보통 파트너들에게 
아웃소싱한 지역사회 기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는 전국적인 노력을 지역 수준에서 반복하는 것이 아닌 
핵심 청중들에 초점을 맞춘다. 일부 이니셔티브는 지리적 
요소를 포함하여 Christchurch’s Pearls of the Pacific과 같은 
이니셔티브는 도시 거주 태평양 섬주민들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이니셔티브는 많은 지역의 특정 구성원들(예: 고용주 
또는 경찰)과 협력하여 이들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거나 

원주민 청소년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높은 또는 
알려지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는 특정 인구 계층 내 지식과 
태도를 이해하는 데 주력한다.

이처럼 끊임 없이 변화하고 매우 다양한 노력들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것은 분명히 과제이다. Clements는 가장 최근의 
지역사회 프로젝트 재원 조달 전 “사명 표류”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한다: “Like Minds를 위해 일하는 상당히 많은 
수의 지역 그룹들이 있었으며 이들의 의도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으나 명확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차별과의 
싸움에 집중하지 못했다.”

따라서 2011년 프로그램 갱신의 일환으로 광범위한 조직을 
추가했지만, 전체적으로 제휴 파트너 수를 줄이고 차별 반대 
운동을 강화했디. 또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기본 원칙들이 
모든 프로그램 활동에서 지적 일관성을 제공한다: 차별이 
인권을 침범한다고 주장하는 인권 접근방법; 장애를 개인에 
내재된 것으로 기술하지 않고 사회가 설계된 방법에서 
기인하는 장애물의 결과로 기술하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 
소외된 그룹과 소외시키는 그룹 간의 접촉을 통해 태도 
변화를 증진하는 접촉의 힘.

Like Minds, Like Mine이 좋은 성과를 결과하지 않았다면 이의 
전략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정기적인 영향 평가가 
프로그램 설립 이후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였고 이들이 
진전을 보여준다. 편견 문제의 평가가 어렵기에 특정 태도에 
관한 대리 질문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뉴질랜드인들의 
누적 설문조사가 시간의 경과에 더불어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00년-2012년 사이 “정신 
질환을 앓았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진술문에 반대한 응답자 비율이 61%에서 78%로 증가했다. 
그러나 다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설문조사들로부터의 전반적인 인상은 전체적으로 느리지만 
부인할 수 없는 태도에서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36 서비스 사용자들의 경험이 또한 개선을 나타낸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그룹의 48%가 Like Minds, 
Like Mine이 지난 5년 동안 차별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22%는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37 
당연히 이 결과들이 불완전하나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를 
나타낸다.

순위/15 점수/100

총점 1 94.7

1) 환경 =1 90.0

2) 기회 =1 100.0

3) 치료에 대한 접근성 2 95.8

4) 거버넌스 1 94.9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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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순위 국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
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한국
대만

뉴질랜드
호주

15

14

13

12

11

=9

=9

8

7

=5

=5

4

3

=1

=1

15.0

25.0

33.3

40.0

50.0

60.0

60.0

65.0

71.7

73.3

73.3

75.0

81.7

90.0

90.0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2. 기회
순위 국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뉴질랜드
호주

=13

=13

=13

12

11

10

9

=7

=7

=5

=5

=3

=3

=1

=1

0

0

0

11.1

16.7

22.2

38.9

61.1

61.1

72.2

72.2

88.9

88.9

100.0

100.0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3. 치료에 대한 접근성
순위 국가

파키스탄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한국

뉴질랜드
호주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5

10.0

10.3

20.2

26.9

27.4

37.0

43.6

58.6

72.9

77.8

81.5

82.7

95.8

96.9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4. 거버넌스
순위 국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5.1

23.8

24.0

31.9

35.9

42.6

50.3

53.3

53.9

65.6

72.1

75.6

77.0

84.9

94.9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정신보건 지수 2016—총점
총점

순위 국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호주

뉴질랜드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2.8

16.7

20.6

25.5

29.4

44.6

45.5

54.1

65.8

67.4

75.9

76.4

80.1

92.2

94.7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고소득 아시아권: 대만, 싱가포르, 한국,  
일본, 홍콩
지수의 고소득 아시아 국가들의 견실한 실적은 

부와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정책 역량과 

이행에서의 공통된 장점을 반영한다.

이 속성들의 출발점은 고급 의료 서비스 시스템 

성숙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정부이다. 구체적으로 정신 질환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살펴볼 때 이 모든 국가들이 현장지원 

팀 존재 고용 지원 제공에서 만점을 받았다. 정신 

질환 환자들을 위한 무료 또는 보조금 기반 치료 

재정적 혜택 비자발적 치료에 대한 법적 보호가 

보장되고 각 지표에서 5개 국가들 중 4개국이 

지표의 최고 표준을 충족시키며 한 국가가 한 

순위 아래에 평가되었다.

불가피하게 국가별 장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그룹의 인터뷰 대상 전문가들에게 

자국의 의료 시스템의 장점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모두가 저렴한 치료 비용을 언급했으나 

National Taiwan University의 Shu-Sen Chang 

박사는 또한 대만의 오래된 정신보건법을, Fung 

박사는 싱가포르의 광범위한 주거 서비스를, 최 

박사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혁신적인 

의약품 지원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할권들의 일부 정신보건 정책이 

일반적으로 수백 년 동안 존재해 왔을지라도 

이들 국가들 모두 통합된 회복 중심 지역사회 

정신보건 치료를 생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24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imited 2016

정신보건 및 통합 
정신 질환 환자들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15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비교

노력을 단지 지난 10년-15년 내에 시작했거나 

크게 강화했다.

변화가 그보다 몇 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을지라도 

일부 주요 정책 결정 시점이 각 국가의 전환점과 

일치한다: 일본에서 2004년 “건강, 의료 서비스  

및 정신보건 복지를 위한 개혁 비전(Reform 

Vision for Health, Medical Care and Mental 

Health Welfare)” 발표, 대만에서 2007년 

정신보건법 개정, 싱가포르에서 2007년 첫 번째 

국가 정신보건 청사진(National Mental Health 

Blueprint) 채택, 홍콩에서 2010년에 정신 복지를 

위한 통합 지역사회 센터(Integrated Community 

Centres for Mental Wellness, ICCMW)를 설립한 

정신보건 서비스 계획(Mental Health Service 

Plan) 채택이 이 변화를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정확한 시기를 지목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1998년 이후 입법으로 일련의 5개년 정신보건 

정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2011-2015년 계획에 

따라 관련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단발적인 조치들이 아니다. 2004년 이후 

일본이 2009년 개혁 비전에 대한 헌신을 재차 

표명하고 2013년 정신 질환을 주요 질병으로 

선언했다. 싱가포르가 2012년에 국가 청사진을 

지역사회 정신보건 마스터 플랜(Community 

Mental Health Master Plan)으로 보강했으며 

Fung 박사에 따르면 국민 정신보건에 집중하는 

세 번째 단계 개혁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의 

2016-2020년 정신보건 계획이 이행해야 할 

100개 이상의 구체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홍콩에서는 중증의 정신 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조율된 의료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 프레임워크에 

관한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

이 정책 변화들로 일반적으로 최소한 일정 

정도의 재원을 확보했다. 가장 두드러진 예가 

한국으로 2010년-2014년 사이 정신보건에 

대한 지출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38 또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들 국가들이 종종 현지 

상황에 맞게 국제 모범 관행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홍콩의 현장 방문 프로그램은 네덜란드의 

고품질의 FACT 프로그램에 기반한다. 39 실제로 

Mental Health Association of Hong Kong의 

경영 책임자인 Dan Yu는 도시의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의 훌륭한 장점 중 하나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노력이 진지하고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그룹이 뉴질랜드와 호주보다 

현저하게 뒤처지고 일부의 경우 결과가 중간 

소득 국가들과 유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시아의 고소득 국가들의 경험이 통합된 회복 

중심 지역사회 치료를 개발하는 데는 시간과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싱가포르의 

Fung 박사는 국가 청사진 시행 후 약 10년 동안 

“우리의 문제는 기본적인 단계였던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투자한 

시간과 자금이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또한 이 노력이 보통 뿌리 깊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의 최 박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 정신보건과 탈원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들 국가들이 지역사회 기반 의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첫 번째 공통적인 문제는 

최근 수년 동안의 증가와 관계 없이 새로운 

정책 헌신에 충분한 시스템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2014년까지 5년 동안 정신보건 

예산을 배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전히 총  

의료 지출의 2.6%에 불과하다.40 이 평가기준에서  

이용 가능한 최신 수치들에 따르면 (분명 오래된 

수치를 포함하는) 어떠한 고소득 아시아 지수 

국가들도 WHO의 선진국 최소 권고 수치인  

5%에 도달하지 못한다. 또한 이 예산의 대부분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아닌 병원으로 

배정된다.

정신보건 종사자 수도 또한 너무 적다. 일본이 

지수에서 1인당 가장 많은 정신과 의사(100,000명  

아시아의 고소득 
국가들의 경험이 
통합된 회복 중심 
지역사회 의료를 
개발하는 데 시간과 
수반되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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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20.1명)를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4개국의 

수치는 100,000명 당 2.8명-6.9명 사이이다. 이에 

관한 맥락을 제공하자면 유럽 정신보건 통합 

지수 내 30개 국가들 중 28개국이 이 보다 많은 

정신과 의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부족 현상은 

현재의 낮은 수준의 재원 조달을 반영하나 

그보다 중요하게 직원 수를 늘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2004년- 

2014년 사이 한국의 정신과 의사 수가 거의  

2배로 증가했다. 유사하게 Chang 박사는 지난  

20년 동안 대만에서 정신과 의사의 약 3배 

증가하는 등 “제대로 교육받은 정신보건  

전문가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적은 수의 정신과 의사들이 의료 접근성에 

영향을 미친다. 홍콩의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이 민간 부문에서 근무하고 수백 명의 

의사들만이 병의원관리국(Hospital Authority) 

소속이다. 이로 인해 첫 방문 대기 시간이  

3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41 또한 의사와의 진료 

시간은 5분-10분에 불과하다고 Yu는 말한다. 

이러한 제한적인 환자 당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홍콩 ICCMW의 적은 수의 직원들로 인해 “탈진할 

정도로 업무량이 엄청나다.” 직원 수가 많은 

일본에서조차 외래 환자 진료 시간이 종종  

10분에 불과하고 최근 리서치는 직원 부족이 

입원 환자들을 다루기 쉽게 만들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는 문화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42

그러나 적어도 이들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보다 많은 수의 정신과 의사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Fung 박사는  

“싱가포르에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OECD의 전문의 대 인구 비율을 

충족시키는 것을 기피해왔다”고 말한다. 

대신 싱가포르는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 

카운슬러와 같은 비전문의에게 정신보건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며 임상의들이 자신의 

면허를 최대한 활용하여 진료하도록 한다.

정신과 의사들 이외에 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살펴보면 상황이 더 열악하다. 싱가포르가 이 

그룹에서 가장 많은 심리치료사(100,000명 당  

1.6명)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호주의 1/40보다  

약간 많고 유럽 평균의 1/11보다 적은 수치이다. 

사회 복지사 수도 유사하다. 이는 치료의 

정도뿐만 아니라 치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통합 치료에 요구되는 여러 전문 분야 팀은 

정의상 여러 분야들을 필요로 한다.

정신과 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지체 이외에 다른 주요 문제는 전체 

의료 시스템에서 모든 관련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목표는 회복 기반 팀 치료이다. 

그러나 일본 간호사 협회가 정신과 간호사 

자격증을 자체적으로 개발했고 심리치료사를 

위한 정부 자격증이 향후 몇 년 내에 발급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신보건 간호사와 

심리치료사를 위한 공식 정부 자격증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Chang 박사는 

대만에서 “심리치료사들이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전국민 의료보장제도에 따른 

수가 기준이 관대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이 

심리치료사 대 정신과 의사 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기존의 시스템 이해관계가 시스템 전체에서의 

변화를 둔화시킨다. 이의 가장 적절한 예가 

탈원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신 병원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다 

(2014년에 100,000명 당 266개). 한국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100,000명 당 98개)를 보유하고 

있지만 2004년-2014년 동안 OECD에서 가장 큰 

1인당 증가를 달성하여 같은 기간 OECD 평균 

미만으로 시작하여 OECD 평균의 약 1.5배에 

도달할 수 있었다.43

일본 병상 수는 다른 국가들에서 요양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시설의 치매 환자용 장기 병상을 

포함시켜 다소 부풀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기존의 시스템 
이해관계가 시스템 
전체에서의 변화를 
둔화시킨다. 이의 
가장 적절한 예가 
탈원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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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개혁 비전이 당시 장기 입원 정신 병원 

병상의 69,000명의 환자들을 퇴원시키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치료할 

시설 부족 때문이라고 추산했다. 2009년 평가에 

따르면 이 수치가 감소하기는커녕 76,000명으로 

증가했다.44 그 해 정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데이터상 병상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또한 병상의 2/3가 1년 이상 동안 입원한 

환자들로 채워져 있다.45 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존재하나 광범위하지 않다.46

한국에서 병상 증가는 지역사회 기반 의료 

시설과 심리사회적 시설 수의 이례적인 동시 

증가를 동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치료가 계속하여 병원에서 제공되고 소수의 

정신과 의사들만이 병원 밖에서 환자들을 

진료한다.47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얽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정책과 재정적 이해관계의 부조화이다. 두 

국가에서 병원이 공식적으로 비영리 조직이나 

대부분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의 소유이다. 

한국에서 정신 병원 병상의 90%가 민간 

소유이고 일본에서 83%가 민간 소유이다.48 

대부분의 치료는 자체 클리닉을 소유하거나  

민간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제공한다. 최 박사가 한국의 이 진료의들에 관해 

말한 바와 같이 “환자들이 주요 수입원이기에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환자들을 퇴원시키는 것이 

아닌 보다 오래 입원시키는 것이다. 진료의들이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일본과 한국이 이 문제의 유일하게 가장 두드러진  

예이다. 대만이 두 국가들보다 적은 1인당 

정신과 병상 수 (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에 100,000명 당 91개)를 보유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의 평균 이상이고 대부분이 장기 

치료용이다. 병상 증가 정책을 번복한 2007년  

이후 병상 수가 대략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Chang 박사는 대만이 경제적인 이유로 (특히 

의료 시스템 재원 조달) 지역사회 치료보다 병원 

치료를 크게 선호한다고 언급한다. 이 문제는 

아시아에 국한되지 않는다: 벨기에의 많은 

정신 병원 병상 수가 종종 이 기관을 운영하는 

개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종종 비난 

받는다.

그러나 인센티브와 계획의 재조정만으론 변화를 

추진할 수 없다. 2013년 이후 일본이 현들에 

통합된 지역사회 기반 치료를 위한 현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49 Tsutsumi 박사는 일본 

정부가 “탈원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역 

사회 또는 가족 내에 이를 위한 지원과 치료 

시스템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기에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최 박사는 지역사회 

시설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신 병원에서 쏟아져 

나온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없기에”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부언한다.

시설 문제 이외에 다루기 껄끄러운 문화적 

문제가 존재한다. 두 국가에서 사회적 입원  

또는 요양원에서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노인 환자들의 병원 입원 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또한 Tsutsumi 박사는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정신 질환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부언한다. 

이 두 가지 문제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일본에서 

2002년-2008년 사이에 65세 이상의 장기 입원 

정신과 환자 비율이 38%에서 47%로 꾸준히 

증가했으며50 지금 현재 50%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려면 두 

국가에서 사회적 입원과 적절한 치료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최 박사는 조심스럽게“일부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때때로 기존 의료 서비스 구조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 규모로  

인해 하나의 시설(Institute of Mental Health)이  

약 80%의 정신보건 치료를 제공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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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정신 병원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생성을 

주도하는 병원으로 전환한 것이 국가 전체에서 

보다 광범위한 변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들 국가들에서 지역사회 기반 치료에 대한 

모든 장애물들과 씨름하는 동안 직면하는 또 

다른 주요 문제는 서비스 제공의 일관성이다. 

홍콩은 포괄적인 공식 정신보건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책 수립을 책임질 부서조차 

명확하지 않다. 병의원관리국의 정신보건 계획 

이행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병의원관리국 사회복지부 다양한 서비스 제공 

NGO들 간의 협의 구조에도 불구하고 조율이 

여전히 산발적이다.51 Yu는 “정신보건 정책과  

[다른 국가들과 같은] 정신보건법 없이는  

서비스 계획이 대중의 니즈에 부합될 수  

없으며 단편적일 수 밖에 없다”고 믿는다.

공식 정책의 역사가 긴 경우에도 형편 없는 

조율이 서비스 제공을 망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약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정신보건 계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지역사회  

예산이 여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시설들의 빠른 증가 때문이다.52 최 

박사는 지역사회 치료를 위해 약 500개의  

센터가 설립되었으나 여전히 다양한 정부 

부처들의 다른 통제 하에 있다고 설명한다.  

2016년 초 국립정신보건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의사소통 또는 조율이 전혀” 없었다.

통합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해 주는 견실한 

법적 지원이 있는 경우에도 정신 질환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별도의 의료, 사회, 고용, 주거, 

기타 서비스 제공에 내재된 장벽의 신속한 

극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대만에서 2007년 

보건부가 지역사회 치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으로 사회사업부 노동부 교육부와의 

조율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제도적 진전이 

느리게 진행되었다. 2013년 통합된 보건복지부 

설립은 의료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 기관들 간의 

상호작용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나 

Chang 박사는 이러한 노력이 “정신 질환 

환자들을 위한 통합된 서비스로 전환되지 

않았다. 의료 서비스와 사회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들 간의 조율이 여전히 이상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시스템 인센티브와 정책 

비일관성 이외에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변화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들 국가들의 인터뷰 

대상자들에 따르면 편견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정신보건 정보 이해 수준이 일반적으로 낮고 

편견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이의 유력한 징후는 정신 질환 

환자들과 관련된 살인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매체의 관행에서 찾을 수 있다. 최 박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정신 질환과 환자 증상에 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을 꺼리고 사회가 탈원화에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는 결과 등으로 나타난다.

똑같이 중요하게 정신 질환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매우 부정적 사회적 인식은 환자 

옹호 그룹(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동인 중 하나)이 여전히 이들 국가들에서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Fung 

박사는 “싱가포르에서 환자가 ‘지금 제 상태가 

좋아졌어요. 이에 관해 말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한다. 

적극적인 캠페인과 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Chang 박사는 “우리는 

유럽과 미국에서와 같이 환자들이 자신을 위해 

발언하는 추세가 도래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이는 대만에서 일반적이지 않다”고 

언급한다.

이들 국가들에서 정신보건 부담의 한 특징은 

환자들이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정부가 계속하여 

정신보건정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살률이 공공 

정책이 활발한 한국과 일본에서 특히나 높으나 

이는 이 그룹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보편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변화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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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 환자들에 대한 편견은 “중요한 
문제”라고 Ng 교수는 말한다. “이는 많은 
국가들 심지어 선진국에서조차 매우 뿌리 
깊고 확고하다.” 이 연구를 위해 인터뷰한 
전문가들이 이를 보다 효과적인 지역사회 
통합의 선두 장애물로 언급한다.

그러나 편견의 다면적인 성격과 형태가 이를 
복잡한 문제로 만든다. 특정 정신 질환들이  
다른 수준의 편견을 생성한다(예를 들어 
조현병은 거의 항상 우울증보다 공격성을 
동반한다). 편견의 정도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다. 편견이 초래하는 행동은 
일부 국가들에서 족쇄와 학대로부터 다른 
국가들에서 보다 덜 가시적이나 여전히 
파괴적인 사회적 배제까지 다양할 수 있다. 
상처받은 사람들조차 다를 수 있다. 모든  
곳에서 이는 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이나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서 친척의 사회적 지위와 심지어 
결혼 대상자까지 고통을 받을 수 있다.53 다른 
한편으로 편견의 영향을 받은 행동의 가장 
빈번한 가해자가 또한 가족인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불변하는 것 중 하나가 편견의 
지속성이다. 지수 선두 국가인 
뉴질랜드에서조차 2010년 정신 질환  
환자들의 70%가 전년도 동안 최소 1건의  
중간 내지 상당한 불공정 대우를 보고했다.54

이러한 상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부 
광범위한 일반화가 가능하다. 편견이 부정적인 
믿음과 그에 기반한 행동을 수반한다. 후자의 
경우 노골적인 개인적 적대감과 같은 일부  
편견 유도 행동이 통합에 대한 명백한 장애물을 
생성한다. 세 가지의 보다 덜 명백하나 일반적인 
과제들이 지역사회 기반 치료를 심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준다:

자기 편견이 치료 지연: 최 박사의 한국에 
관한 의견이 여러 선진국들에 적용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관련 서비스 
기관 방문을 기피한다. 이들과 심지어 가족 
구성원들이 의료 기록에 진단을 원하지 않으며” 
이는 이러한 기록이 고용 전망 또는 심지어 
보험 가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베트남 하노이 소재 Research Centre 
for Mental Health and Community Development 

창립자 겸 BasicNeeds 국가 소장인 Tam Nguyen은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병원이 완전히  
‘미친’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기에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의료 시스템 내 편견이 치료의 질을 저하: 
Sikander 박사는 편견이 또한 일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다. 
이들은 정신 질환 환자들을 피하고 이들을 
치료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한다. 이는 또한 
모든 소득 수준 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심지어 대규모 호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이 일반 대중들보다 정신 질환 
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았다.55

사회 내 편견이 탈원화 방해: 지역사회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 사람들이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 Chang 박사는 
대만에서 정부가 지역사회 기반 정신보건 
시설을 신설하려고 할 때마다 “현지 주민들이 
이 제안을 일반적으로 거부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악순환을 결과한다: 일본에서 일부 학문 
연구들에 따르면 편견이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소수의 정신 질환 환자들이 낯선 생소함을 
부각시켜 편견이 오히려 확대 재생산된다.56

이러한 행동은 강한 확신을 반영한다. 지역 
전체에서 보편적인 정신보건 정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헛된 생각이 정신 질환이 
상당한 도덕적 타락 또는 결함을 입증한다는 
확신으로 가득 채워졌다. 다시 한 번 이는 여러 
형태를 띤다. Sikander 박사는 특히 파키스탄 
농촌 지역에서 “검은 마법과 악마의 눈이 수백 
년 동안 문화적 설화의 일부였다. 정신 질환과 
같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체의 것이 
다른 차원, 종종 정신적 세계에서 온 것으로 
낙인찍힌다”고 말한다. 한 학문적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시아의 개도국에서 “정신 질환에 
대한 초자연적, 종교적, 마술적 접근방식이 
보편적이다.”57 이러한 견해가 선진국들에서 
덜 일반적이나 빈번히 도덕적 차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싱가포르인들의 절반 가량이 정신 질환을  
“개인적 약점의 징후”로 믿고 있으며 10명 중  
9명이 “영향받은 환자들이 원하는 경우 상태가 

편견의 다양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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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대만이 대대적인 자살 방지 노력을 

통해 최근 몇 년 사이 자살률을 감소시킨 반면 

홍콩에서는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자살 증가로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Takeshima 박사는 

“정신보건이 서구 국가들에서조차 독자적인 

문제로 비쳐지는 경향이 있다. 자살 예방 정책이 

정신보건과 정신 질환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중상위 소득 국가: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지수 

국가들보다 점수가 낮을지라도 몇몇 범주들에서 

하나 이상의 중상위 소득 국가들이 가장 낮은 

순위의 고소득 아시아 국가만큼의 점수를 받고 

한 번의 경우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닌 지출을 반영하는 

지표인 치료에 대한 접근성에서 이들 국가들이 

지수의 중하위 소득 국가들에 보다 가깝다.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는 중상위 소득 국가들의 

주요 유사성은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의료 시스템 

제공을 통해 사회에서 정신 질환 환자들의 

포용을 개선하려는 확고한 의지 현실적이고 

문화적인 장애물을 개선시키려는 욕구이다.

세 국가들이 다른 방식으로 고소득 아시아 

국가들보다 보다 최근에 정신보건에 대한 

상당한 정책적 헌신을 입증해 보였다. 또한 

제한적일지라도 서비스의 성격과 정도에서 일부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입법 

활동은 27년의 논의 후 통과되어 2013년 발효된 

중국의 기념비적인 첫 번째 정신보건법이다. 

이는 중국의 프로그램 686으로부터 얻어진 

교훈에 기반한다. 이는 2005년 중국에서 팀 기반 

회복 중심 통합 지역사회 치료를 개발하기 위한 

소규모 시범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나 그 성공에 

기반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사례 

연구 참조].60

말레이시아의 공식 정신보건 법안의 역사는 

상당히 긴 편이나 지역사회 기반 치료를 향한 

노력은 최근에 시작되었다. 국가의 가장 최신 

정신보건법이 2001년 통과되었으나 정부가 

2010년에야 관련 규정들을 발표했다. 지역사회 

기반 치료 증가라는 법률 목표의 달성을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이 규정들이 

중요했다. 이 비전 이행에 필요한 지속적인 기관 

재원 조달은 2014년에야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 Mentari 프로그램에 따라 20개의 지역사회 

호전될 수 있다”고 믿는다.58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정신 질환이 또한 
수치스러운 사회적 실패를 나타낸다. Minas 
박사는 “사회 질서가 중요한 목표인 계층적 
국가들에서 행동이 다르고 단정치 못한 
사람들은 큰 문제로 간주된다. 급성 또는 
지속적인 정신병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사회 보호 센터 또는 시설로 격리시켜 
치워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아시아 사회에서 극히 예측 불가한 것이 
비난받기에 충분하나59 이러한 견해의 극단적인 
형태가 선정적인 언론매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신 질환 환자들이 위험하다는 보편적인 
가정이다. 최 박사는 한국 조현병 환자의 
망상으로 인해 발생한 최근의 비극적인 살인 
사건을 이의 전형적인 예로 간주한다. 이러한 
행동이 극도로 드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가 “모든 조현병 환자들을 등록하여 

통제”할 것을 요구했다. Yu는 홍콩에서 편견이 
서서히 감소해 왔을지라도 미디어가 정신 질환 
환자와 관련된 폭력적인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경우 “편견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연구를 위해 인터뷰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태도에서 개선을 감지한 바와 같이 
모두 나쁜 뉴스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정신 질환을 도덕적 약점, 사회적/신체적 
위험과 연관시키는 경우 이는 Ma 박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병 환자로 분류되는 
경우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개인이 정상적인 
사람과 다르고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들에서 이를 대놓고 표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신 질환 환자들을 2류 시민으로 
대우하는 경향이 깊게 뿌리 내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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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순위 국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
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한국
대만

뉴질랜드
호주

15

14

13

12

11

=9

=9

8

7

=5

=5

4

3

=1

=1

15.0

25.0

33.3

40.0

50.0

60.0

60.0

65.0

71.7

73.3

73.3

75.0

81.7

90.0

90.0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2. 기회
순위 국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뉴질랜드
호주

=13

=13

=13

12

11

10

9

=7

=7

=5

=5

=3

=3

=1

=1

0

0

0

11.1

16.7

22.2

38.9

61.1

61.1

72.2

72.2

88.9

88.9

100.0

100.0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3. 치료에 대한 접근성
순위 국가

파키스탄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한국

뉴질랜드
호주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5

10.0

10.3

20.2

26.9

27.4

37.0

43.6

58.6

72.9

77.8

81.5

82.7

95.8

96.9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4. 거버넌스
순위 국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5.1

23.8

24.0

31.9

35.9

42.6

50.3

53.3

53.9

65.6

72.1

75.6

77.0

84.9

94.9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정신보건 지수 2016—총점
총점

순위 국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호주

뉴질랜드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2.8

16.7

20.6

25.5

29.4

44.6

45.5

54.1

65.8

67.4

75.9

76.4

80.1

92.2

94.7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시설 (도 당 최소 1개의 시설)이 여러 전문 분야 

팀 기반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치료 고용 서비스  

(개별 고용 배치 지원과 지원 고용) 환자와 

간병인 지원 그룹을 제공하고 있다. 

수년 동안 태국의 정신보건 정책이 지역사회 

기반 의료를 지향했으나 이의 진전 또한 

매우 느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정신보건법이 정신보건 의료비를 전국민 

의료보장제도의 보장 수가로 포함시키고 

관료들에게 이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보다 최근인 2012년에 

정신보건 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보건 의료가 지역 보건 위원회들로 

이관되었다. 이는 최소한 치료 차원에서 통합 

서비스를 요구하고 자기 관리 증진을 목표로 

한다.61

이들 국가들이 여전히 이 분야에서 주요 

문제들에 직면해 있기에 정신 질환 부담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문제들의 

출발점은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 수가 너무 

많다는 데 있다. 데이터 품질이 열악하나 

중국에서 정신 질환 환자들의 약 92%가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추정된다. 현재 일체의 정신  

질환 환자들 중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환자 수가 

1억 5,800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프로그램  

686이 인상적일지라도 가장 중증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300만명의 

중국인들 중 단지 300만명에게만 치료를 

제공했다. 말레이시아 국가 추정치가 존재하지 

않으나 세 번째로 인구가 밀집된 도에서의 

연구에 기반하여 정신 질환 치료 격차가 9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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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된다. 태국에서 전반적인 수치가 

이용 가능하지 않으나 ADHD의 치료 격차가  

96%이다.62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변화에 배정된 재원이 종종 

불충분하다.63 자격을 갖춘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지수 정신보건 종사자 지표에서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점수가 특히 낮아 저소득 

국가인 파키스탄과 필리핀보다 낮다. 태국이 

보유한 정신과 의사 수가 WHO가 중상위 소득 

국가에 권장한 수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한다고 

Patanon Kwansanit 태국 정신보건국 국제 

정신보건과 책임자는 말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이 수치는 약 1/4이다.64 두 국가에서 이보다  

적은 수의 심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로 인해  

팀 기반 치료 제공이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공식 정신과 의사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지수 

데이터의 100,000명 당 1.7명은 중상위 소득 

국가에 나쁜 수치가 아니다. 그러나 치료의 질이 

심각한 문제이다: 등록된 중국 정신과 의사들의 

14%가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 추가로  

29%는 3년 과정의 대학교육 졸업장만을 가지고 

있다.65 Ma 박사는 2009년 이후 학생들이 3년 

동안 완료해야 할 전국 표준화 임상 교육 과정을 

시험적으로 실시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신과 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그녀는 말한다. 이는 보다 광범위하고 매우 

심각한 적절히 교육받은 정신보건 인력 부족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66

이 모든 국가들에서 정신과 의료인 수를 

증가시키기 노력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 Ma 박사는 중국이 2020년까지  

40,000명으로 정신과 의사 수를 배가시킬 

계획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 목표치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에겐 

소망이 아닌 현실적인 목표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대안들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이론적으로 태국 일차 진료 의료인들이 수년 

동안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들이 관련 교육과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으며 

편견으로 인해 일반의들이 환자를 정신보건 

서비스에 의뢰하는 것을 망설인다.67 다른 

한편으로 일차 진료에서 보다 다양한 정신보건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한 

중국에서 일반의와 지역사회 진료 의료인들이 

정신보건 분야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Ma 박사는 말한다.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위해 이들 국가들에서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GDP가 훨씬 높은 말레이시아가 이에서 

현저히 앞서가고 있다. 1970년대에 시작된 병원 

시스템에서 정신 질환 치료 분산 정책은 4개의 

전문 정신 병원들 이외에 전국적으로 49개의 

종합 병원들이 치료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또한 

치료와 약물이 말레이시아의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말레이시아 

보건부 컨설턴트 정신과의사인 Nor Hayati Ali 

박사는 “우리가 중증의 정신 질환 환자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완벽하지 

않으나 일정 정도의 치료를 제공한다.” 시스템 내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정신과 병상이 

여전히 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종합 

병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두가 전용 

정신과 병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재발을 방지하고 조기 

정신병 진단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보다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치료를 제공하고 일차 진료와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Ali 박사는 

설명한다.

사회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의 경우 상황이 

복합적이다. 지수의 기회 범주에서 말레이시아의 

좋은 실적과 일치하게 최근 치료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용 서비스를 강조해왔다. 다른 

한편으로 현지에서 사회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간 조율이 서비스 제공 조직들 내 개인들 간 

접촉의 질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Ali 박사는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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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또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정신 병원 

외부로 서비스를 이전했다. 122개 정신보건 

외래환자 클리닉 중 17개만이 정신 병원 내에 

있고 25개 종합 병원들이 또한 입원 치료를 

제공한다. 태국이 또한 광범위한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모두를 감안할 때  

치료를 지역사회 기반으로 정의하는 것이 

부정확할 것이다. 정신 질환 환자들이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병상이 없다. 대신 병원 기반  

“재활촌”이 환자들을 외부 세계에 적응시키려 

노력한다. 유사하게 작업 요법은 전적으로 입원 

서비스이고68 고용 프로젝트가 수요에 맞게 

확대되지 않았다. 실제로 태국이 지수의 기회 

범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말레이시아 점수의 

약 1/3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질병의 의료 모델이  

회복 개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69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서 정신보건이 빠르게 

발전하는 나머지 의료 시스템에 공통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제 의료 보험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었지만 제한적인 급여 혜택이 치료에 

대한 접근을 방해한다. 공식적으로 새로운 

정신보건법이 일부 치료의 무료 제공을 

의무화할지라도 Ma 박사는 자신의 기관에서 

작성한 공표되지 않은 리서치에 따르면 2명의 

정신 질환 환자를 보유한 가족들의 93%가 

가난에 빠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한다.

의료 제공에서 지역별 차이와 도시-농촌 차이가 

이 모든 국가들에서 확연할지라도 중국의 수치는 

특히 두드러진다: 농촌 군들의 2/3가 대대적인 

정신보건 시설 건설 프로그램 이행 후에도 

정신보건 병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70 그러나 

중상위 소득 국가들에서 정신 질환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의료 시스템의 약점이 아닌 사람들의 태도이다.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들에 편견이 

존재한다. Ma 박사는 “편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제대로 된 리서치가 

없을지라도 큰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편견은 다른 여러 문화적 문제들과 

비교할 때 그나마 간단한 편이다. 정신보건의 

원인과 최선의 치료에 관한 역증 요법 사고는 

명백히 서구 문화에 그 뿌리를 둔다. 중국 한의학 

(TCM) 관점 또는 태국에서 일반적인 불교와 

애니미즘의 영향을 받은 정신 질환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게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71 다른 

한편으로 말레이시아의 세 가지 주요 문화인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문화가 이에 관한 고유의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로부터 또한 서구 

세계와 상당히 다르다.72

이 문화적 다양성이 도전을 제기한다. 이러한 

도전 중 하나가 환자가 정신 질환 치료에 

전통 의학을 선호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얼마 

되지 않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한의학의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정신 질환 치료에 

서양 의학보다 중국 한의학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73 말레이시아에서 정신 질환에 전통적 

치료사 이용이 일반적으로 서양 의사 방문을  

18개월 지연시킨다고 Ali 박사는 말한다.

그러나 환자의 신념 체계를 존중함이 없이 

서양의 과학적 접근방식만을 고집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자멸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Ali 

박사는 “제가 환자들의 신념을 무시하는 경우 

나를 찾아오지도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Minas 

박사는 “사람들이 정신 질환을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려 노력할 때 대부분이 전통적 접근방식이 

유용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부언한다. 예를 

들어 태국의 정신보건국이 정신 질환 환자들을 

식별하여 치료하는 프로그램에서 현지 스님들과 

협력했다. 이는 또한 일부 질환을 위해 불교의 

정념과 명상 개념을 서양 치료와 접목하는 

프로그램에서 협력했다. 앞으로 Kwansanit 

박사는 태국이 “지역사회 종교 리더들에 의한 

재활과 같은 문화적 특이성에 기반하여 회복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 국가들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중상위 소득 
국가들에서 정신 
질환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사람들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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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유념해야 할 독특한 문화적 문제가 가족의 

역할이다. WHO가 정의한 정신보건에 관한 

지배적인 국제 개념은 철저히 개인 중심적이다. 

이는 동양 문화의 신념과 모순될 수 있으며 

광범위한 경제 개발이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키지 

않은 문화에서 특히나 그러하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관련 정부 정책이 정신보건을 

“개인 목표와 집단 목표 달성을 향해...주관적 

복지와 최적의 기능 수행을 증진하기 위해 서로 

상호작용하는 개인 그룹 환경의 역량....”으로 

정의한다.74

전술한 인용구와 가장 관련된 그룹이 정신 질환 

환자의 가족이다. 예를 들어 이들 국가들에서 

지역사회 내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한 거주지는 

거의 불가피하게 가족이 제공할 것이다. 흔히 

친척이 퇴원 후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영구적인 시설화를 의미한다. 이는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다. Ali 박사는 보통 “가족이 가장 

든든한 지원자”이나 중재가 필요한지에 관한 

가족 연장자들 간의 의견 불일치가 치료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동 보호와 같은 

심지어 매우 선의적인 태도가 고용 및 고용이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그녀는 

부언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에서 개인보다 

광범위한 정책 포커스가 성공적인 치료 제공에 

중요할 것이다.

중상위 소득 지수 국가들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늘날의 정책 포커스가 지속될 것인가이다. 

지출 변화가 이를 가늠할 지표인 경우 그 전망은 

긍정적이다. 태국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느린 

변화를 보였을지라도 이미 2011년에 보건 

예산의 4%를 정신보건에 지출했다. 이는 고소득 

아시아 국가들보다 크게 뒤처지지 않는 수치이고 

2004년의 3.5%에서 증가한 수치이다.75 다른 

한편으로 관련 정신보건 평가기준의 수집과  

분석 증가가 정책 입안자의 일관성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Kwansanit 박사는 말한다.

중국에서 미래 전망은 긍정적이나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 686의 재원 

조달이 2014년 이후 빠르게 증가했고 최근  

몇 년 간 550개 정신보건 시설을 건축하거나 

확장했다. 다른 한편으로 정신보건에 대한 

지출이 여전히 모든 의료 지출의 1% 미만을 

차지하고 2020년까지 정신과 의사 수 

배가와 같은 일부 주요 이니셔티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76 말레이시아에서 Mentari 

이니셔티브로 인해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지라도77 2011년 정신보건 지출이 총 의료 

지출의 0.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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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보건 서비스 제공(실제로 
모든 의료 서비스)을 일차 진료로 
이전할 것을 장려하는 추세가 
대세이다. 중간 소득과 하위 소득 
국가들에서 성공의 예는 특히 
드물다. 환자에 가까운 임상의 
또는 케이스 매니저에 의한 치료 
조율이 얼마나 매력적이건 간에 
이니셔티브들이 너무나 빈번히 
부실하게 교육받고 혹사당하는 
지역사회 종사자 간호사 
의사들에게 몇몇 일반적인 정신 
질환을 식별하도록 위임한다.

그러나 한 이니셔티브가 매우 
대규모로 이 불가능한 일을 
시도했다: 중국의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정신병 관리와 중재 
프로그램” - 통칭 프로그램 686. 
이것은 2005년 60개의 시범 
기관들로 시작하여 2014년 말 
중국의 87%의 행정 구역들에서 
실행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중국 
전역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Ma 
박사는 말한다. 그녀의 소속 
기관인 Peking University Institute 
of Mental Health가 시작부터 이 프로그램을 
리드했다. 이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이 
430만명의 중증의 정신 질환 환자들을 
등록시켰으며 2014년 말에 315만명에게 
지역사회 기반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했다.

니즈에 기반한 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적절한 
재원 조달; 정부와 글로벌 전문가들로부터의 
지원;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국제  
모범 관행 채택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이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Ma 박사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개도국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를 
개발하자면 싶은 경우 인력을 교육시키고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프로그램 686의 초기 목표는 야심 찼다. 2005년  
시행 전 중국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치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치료들이 수백 개의 
노후화된 정신 시설에서 이루어졌다. 목표는  

“병원 벽을 허물고 치료를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것”이었다고 Ma 박사는 말한다. 환자 중심 회복 
기반 치료는 지역사회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여러 전문 분야 팀이 관리할 것이다. 이 팀은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사 케이스 
매니저 현지 경찰 가족 환자 대리인을 포함할 
것이다. 각 클리닉이 또한 필요한 경우 환자를 
진료 의뢰하고 환자의 진료를 의뢰받을 수 있는 
기존의 인근 정신 병원으로부터 전문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비전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 많은 수의 신규 
의료 종사자들을 고용해야 했다. 중국이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수의 전문의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전문 정신과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의료인들은 지역사회 기반 치료 
경험이 없었다. 비전문가들과 일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Ma 박사는 중국에는 국가 
차원으로부터 지역사회 차원(지역사회 클리닉 
운영) 마을 차원까지 6개 차원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서비스 제공이 

중국의 프로그램 686—지역사회 보건의료를 위한 
인적 자원 모색

순위/15 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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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보다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지 
의료인들의 훈련과 교육으로부터 받는 정보의 
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저 수준의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극복 
과제이다. 현재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관여하는 
각 개인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은 안내서 
배포를 포함한 이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지식 부족 문제를 해결한 
주요 방법은 지역사회 치료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보유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섭외하는 것이었다. 강사 양성 교육 전략을 
사용하여 이는 프로그램 실시 범위를 빠르게 
확대시키려 노력했다. 물론 이 노력에 
임상의들을 포함시켰다. 2005년-2014년에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기반 치료에서 정신보건 
전문가들을 교육시켜 2014년경 프로그램이 
모든 중국 정신과 전문의들의 86% 정신보건 
간호사의 69%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 숫자는 프로그램이 이 기간 동안 
교육시킨 총 660,000명 중 소수(50,000명 
미만)만을 나타낼 뿐이다. 교육받은 많은 
의료인들은 다른 임상의들 즉 일차 진료 의사 
간호사 지역사회 의료 종사자들이었다. 이들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기본뿐만 아니라 케이스 
관리 개인 치료 계획 수립과 감독 방법 다기능 
팀 운영 방법 지역사회와의 관계 구축 방법에 
관해 교육받았다.

그러나 가장 많은 수의 교육생이 클리닉 외부의 
지역사회 내 비전문가들이었다. 대부분이 
주로 진단을 위해 잠재적 환자들을 진료 
의뢰하고 정신보건 옹호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현지 마을과 지역사회 
위원회의 구성원들이었다. 또한 2005년-2014년  
사이 이러한 교육생들의 약 5%가 경찰로 이러한 
교육이 정신 질환 환자들과 관련된 위기 중재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개인들이 광범위한 클리닉 케이스 관리 노력에 
참여하고 특히 자원 부족 지역들에서 일차 진료 
팀과 협력한다.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이 프로그램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이다. Ma 박사는 
이로부터의 핵심 교훈 중 하나가 “종합적인 
지역사회 팀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하며” 
잠재적인 헌신적 인재 자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것이라고 믿는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들을 케이스 관리자로 교육시킬 
수 있으며” 이들이 프로그램 자체의 중요한 
일원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686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접근방식이 수백 만 명에게 효과적인 지역사회 
기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종사자들을 구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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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순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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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2.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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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뉴질랜드
호주

=13

=13

=13

12

11

10

9

=7

=7

=5

=5

=3

=3

=1

=1

0

0

0

11.1

16.7

22.2

38.9

61.1

61.1

72.2

72.2

88.9

88.9

100.0

100.0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3. 치료에 대한 접근성
순위 국가

파키스탄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한국

뉴질랜드
호주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5

10.0

10.3

20.2

26.9

27.4

37.0

43.6

58.6

72.9

77.8

81.5

82.7

95.8

96.9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4. 거버넌스
순위 국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5.1

23.8

24.0

31.9

35.9

42.6

50.3

53.3

53.9

65.6

72.1

75.6

77.0

84.9

94.9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정신보건 지수 2016—총점
총점

순위 국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호주

뉴질랜드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2.8

16.7

20.6

25.5

29.4

44.6

45.5

54.1

65.8

67.4

75.9

76.4

80.1

92.2

94.7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중하위 소득 국가: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지수의 5개 중하위 소득 국가들에서 새로운 

정신보건법과 정책 혁신적인 프로그램 채택 

등 일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정신 질환 환자들의 현재 상황은 한 

눈에 봐도 예외없이 암울하다.

총점과 범주 점수들이 광범위한 문제들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 결과들이 의도치 않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 그룹의 

국가들 중 가장 순위가 높은 인도의 높은 탈원화 

점수(모든 점수의 약 10%)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 질환 환자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어떠한 치료도 받고  

있지 않은 많은 수의 환자들을 반영하고 

존재하는 치료는 주로 병원 기반이다.

이들 국가들이 안고 있는 여러 공통적인 

단점들이 지수 결과를 설명한다. 첫째는 

명확하지 않은 정책 환경이다. 필리핀과 

베트남에 일체의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에 이 분야에서의 노력이 산만하고 법적 

권리가 지뢰밭과 같다. Nguyen이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이 없는 경우 “정신 질환 환자들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국가들에서 기존 법률의 의미가 또한 항상 

명확하지 않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4년  

정신보건법에서 예견한 대부분의 필요한 

실행 규제를 발표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파키스탄의 2001년 정신보건법은 대통령령에 

불과했고 엄밀히 말해 만료되었을 수 있다. 또한 



37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imited 2016

정신보건 및 통합 
정신 질환 환자들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15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비교

2012년 헌법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지방 이관은 

실제로 파키스탄의 도들이 자체 법률을 제정해야 

함을 의미하고 절반 가량만이 법률을 제정했다.78

종종 10년 이상 된 정책일지라도 이들 국가들에서  

공식적 정신보건 정책이 법률보다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매우 적을 때 

정책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불확실하다.  

“재원 조달만이 정책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Sikander 박사는 말한다. 이들 국가들에서 

정신보건에 대한 지출이 일반적으로 소규모  

총 보건의료 예산의 1% 이하에 불과하다. 예산이 

5%인 필리핀에서조차 부적절한 자금조달로 

인해 시설이 수용 능력을 초과하고 개혁을 

저해했다. 2011년 현재 자금 부족으로 인해  

종합 병원에 72개의 정신과 병동 신축 계획이  

10개 개장으로 제한되었다.79 심지어 새로운 

정책도 자원 확충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인도가 새로운 정신보건 정책을 채택한 후 수 

개월 내에 총 보건의료 예산이 20% 삭감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시설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제한적이나마 이용 가능한 자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 2012년-2013년  

인도에서 국가 정신보건 프로그램 예산의  

42%만을 사용했다.80 유사하게 새로운 정신보건 

법률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주도한 인도네시아 

전직 MP인 Nova Riyanti Yusuf는 2010년- 

2012년 사이 정신보건에 대한 지출을 약 5배 

증가시키도록 정부를 성공적으로 설득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정신보건 청장이 예산을 모두 

지출하지 못해” 그만큼 삭감되었다고 언급한다.

전반적으로 이들 국가들에서 “[정신보건 법률과 

정책] 이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한 이해 

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Minas 박사는 언급한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국가들에서 현지 서비스 

조율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 정부 참여가 종종 

이들 국가들에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예를 들어 인도의 기념비적인 2014년 정신보건 

정책은 개별 주에서 이행해야 하나 “지방 

정부들이 종종 이를 적절히 이행할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Maulik 박사는 말한다.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지방 정부로의 

의료 서비스 이양으로 인해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방 정부가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단점들이 정신보건  

시스템 자원 부족을 초래한다. 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 중 인구 100,000명 당 1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를 보유한 국가가 없다.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의 이 수치는 0.3명  

이하이다. 심리치료사들은 이보다 훨씬 적고 

작업치료사들은 아주 적다. 또한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지만 이 임상의들과 시설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임금과 근로조건이 해외 이민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에서 일하는 총 인도 정신과 전문의 

수가 인도에서 일하는 수의 2배 이상이다. 

파키스탄의 경우 3배 이상이고 필리핀의 경우 

약 5배이다.81 전국민 의료보험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고비용과 부족한 의료진이 의료에 대한 

접근을 추가로 제한한다. Philippine Psychiatric 

Association 전직 회장인 Cynthia Leynes 박사는 

필리핀에 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 치료를 

감당할 여유가 없고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정신보건 의료진은 매우 소수”라고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 파키스탄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많은 환자들의 총 비용 (치료비, 의약품, 교통비 

포함)이 수입의 최대 60%에 해당될 수 있다.82 

최근까지 베트남에서와 같이 제한적으로 정신 

질환의 치료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자비 부담 비용이 보장되지 않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비용은 큰 문제이다.83

접근성 문제가 충족되지 않은 커다란 의료 수요 

공백이 존재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최선의 추정치는 

진단 가능한 정신 질환 환자들의 10%만이 근거 

기관 역량이 
부족이라 하는  
것은 제한적인 
기금을 항상 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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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다.84 다른 국가들에서 

불충분한 데이터를 감안할 때 분석들이 

일반적으로 국제 수치와 일치하나 모두가  

“의료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Sikander 박사의 

의견에 동의한다.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경우 의료의 질이 

부적절로부터 충격적이기까지 매우 다른  

경향이 있다 치료가 여전히 주로 대규모 정신 

병원들에 기반하고 이 시설들이 모든 정신보건 

지출액의 상당 부분을 소진할 수 있다(필리핀의 

경우 최대 95%).85 이 시설 중심 치료가 모범 

관행에 반할뿐만 아니라 이미 제한된 자원을 

낭비한다고 Patel 박사는 말한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 

여전히 사용 중인 정신 질환 치료의 후진적 

방법으로부터 벗어나 자원을 지역사회  

치료에 재배분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시설 자체가 종종 과밀하고 때때로 상당한 인권 

침해의 온상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실시한 인권 

감시 조사 결과 국립 정신 병원과 정부 면허 취득 

사회 요양 센터들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비자발적 입원, 마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발적 전기충격 요법을 포함한 강제 

약물 투약, 심지어 1970년대 이후 공식적으로 

금지된 장기간의 족쇄 채우기.86 다른 한편으로 

인도의 국가 인권 위원회가 1990년대부터 

정신보건 시설들에 관한 반복적인 보고서 발표 

후 43개의 정신 병원들 중 약 6개만을 거주 

가능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권 감시 기구가 

인도네시아 여성 보호 시설에서 동일한 다수의 

문제들을 발견했다.87 이러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 주장이 필리핀에서 발생하지 않을지라도 

정신보건 전문가 단체인 Citizen’s Network for 

Psychosocial Response의 June Pagaduan-Lopez 

박사는 언론에 “병원 호스피스 또는 교도소 

클리닉 등과 같은 정신보건 시설에서의 학대와 

냉대”에 불만을 제기했다.88

병원 밖에서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제한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89 Minas 박사는 이들 

국가들에서 “일차 진료 시스템 내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정신 질환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매우 제한적인 지식과 기술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 지수를 위한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에서 홈캐어의 

가용성이 제한적이고 소규모 산발적인 

이니셔티브를 제외할 때 지역사회 기반 현장 

방문 팀이 존재하지 않는다. Maulik 박사는  

“인도에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현장 방문 

프로그램 또는 가정 기반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없다. 지역사회 기반 치료가 확실히 부족하다”고 

말한다.

국가 정신보건 프로그램에 따라 상당한 지역사회 

기반 시설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가 베트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서비스가 주로 원래 

병원에서 승인된 처방전의 재발급으로 환자 

상황에서의 변화에 맞게 투여량을 조정하는 

노력을 거의 또는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고 

Nguyen은 설명한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고 그녀는 부언한다. 

Minas 박사는 일반적으로 중하위 소득 

국가들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진료하는 

정신보건 전문가들의 수가 매우 적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설 환경에서 진료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치료 옵션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결과가 심각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8800명의 정신 질환 환자들이 현재 

장기간 족쇄로 채워져 있다고 추정하며  

대부분이 어떠한 치료도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가족들에 의해 감금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화된 노력으로 인해 

인도네시아가 이 문제에 관한 최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족쇄 채우기 사례는 여러 

지수 중하위 소득 국가들에서 보고된다.

이 상황들을 감안할 때 정신 질환 환자들의 

통합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질문들이 

무의미해진다. 한 학자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정신 질환 환자들에 족쇄를 

채우는 관행은 환자 회복이 최적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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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을 나타낸다.”91 실제로 이들 국가들에서 

회복의 개념을 정립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Nguyen은 베트남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회복 

모델에 관해 이야기하나, 이러한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유사하게 Sikander 박사는 파키스탄에서 

“우리는 여전히 모든 정신보건 문제를 단순한 

치료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과 싸우고 있으며 

생물사회심리 모델로 이행할 수 없었다”고 

언급한다. 

정신 질환 환자들을 위한 비의료 서비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 국가들 모두가 고용 

서비스를 평가하는 지수의 기회 범주에서 0점을  

받았다. Leynes 박사는 고용주들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대신 “정신 질환을 진단받는 경우 

회사에서 쫓아내려는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한다. 긴박한 보건 니즈와 취약한 지원은 

편견과 정신보건 정보 이해 능력 결핍에서 

기인한다. 정신 질환 원인에 대한 만연된 

오해 예후에 관한 운명론 이러한 두려움을 

정당화시키는 부적절한 치료가 정신 질환 

환자로서 치러야 할 값비싼 사회적 비용과 

결합되어 근거 기반 치료 이용을 연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신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개인과 가족들이 서양 의학보다 

전통적 치료사의 치료를 먼저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통적 치료사와의 협력에 

잠재적 효용이 있을지라도 때때로 근거 기반 

치료 부재 족쇄 채우기와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 

다양하게 위험하고 고통스러우며 비효과적인 

치료를 포함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92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단순히 문제를 없애고 

싶어할 수 있다. 취약한 인권 실태는 다수의  

이들 국가들에서 가족 구성원의 지시에 따른 

비자발적 입원이 공통적인 문제임을 의미한다.

현재 상황은 길고 어두운 터널과 같으나 많은 

전문가들이 그 끝에 희망이 있다고 본다. 노력의 

징후들이 명백하다: 인도네시아가 2012년 첫 

번째 정신보건법을 통과시켰고 인도가 2014년 

첫 번째 정신보건 정책을 채택했으며 파키스탄이 

2014-2024년 국가 건강 계획에 정신 질환에 관한 

별도의 섹션을 책정했고 정신보건을 일차 진료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Minas 박사에 

따르면 베트남이 새로운 정신보건 전략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멘텀이 과거에는 답보했다. 

인도네시아가 1966년 선구적인 정신보건법을 

통과시키고 예방 재활 치료에 기반한 정책을 

채택했다. 그 후 20년 동안 주요 정신보건  

시설 건설 프로그램으로 이를 지원했다.  

그러나 이 노력은 1990년대에 시들해졌다.93 

정부들이 항상 일관적이지 않다. 베트남은 

제안된 국가 정신보건 전략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는 외래환자들에게 약물을 제공하는 국가 

정신보건 프로그램의 재원을 크게 삭감했다. 

베트남에서 의료 보험 보장이 확대되고 

있을지라도 Nguyen은 “[이전 이 프로그램이 

지급한] 일부 서비스를 보장받는 데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낙관적 전망은 정당한 

것처럼 보인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총체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이 점차적으로 변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한다. 예를 

들어 Minas 박사는 베트남 고위 관리들이 보건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파키스탄에서 Sikander 박사는 “보건청 청장이 

복지부동 관료주의자가 아닌 정신보건 정책의 

훌륭한 동맹자이자 지원자”라고 말한다.

또한 환자 보호 운동이 여전히 취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Yusuf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신보건법의 가장 중요한 결과가  

“지역사회의 보다 큰 운동을 자극하고 정신보건 

운동가들에게 기운을 불어 넣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녀는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의 

알려진 결함에 집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흐름 

즉 인권 침해를 무시하지 않으려는 의지 변화에 

현재 상황은 길고 
어두운 터널과 
같으나 많은 
전문가들이  
그 끝에 희망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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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깊은 의지를 간과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우리는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이미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특히나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도시 국가인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모든 
지수 국가에서 정신보건 서비스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열악하다. Minas 박사는 이를  
“이용 가능한 자원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로 본다. 대부분의 임상의들이 
큰 도시 센터들에서 근무하고 다른 지역까지 
배정할 충분한 수의 임상의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들 간의 차이는 질적이라기  
보다 그 정도에서의 차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정도에서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많은 개도국들에서 농촌 정신보건 
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농촌 지역의 2/3에 정신과 병원 
병상이 없다.94 인도네시아에서 그나마 소수의 
정신과 의사들의 대부분이 3대 도시에서 
근무하고95 말레이시아의 약 250명의 정신과 
의사들 중 “약 200명이 쿠알라룸푸르 지역에서 
근무한다”고 Tsutsumi 박사는 말한다. 필리핀도 
또한 정신과 치료 인프라가 수도에 집중되어 
있다. Leynes 박사는 “도시 외부에 매우 소수의 
전문의들만이 있다. [이 지역의] 정신 질환 
환자들이 보통 치료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도시로 여행해야 
하기에 치료가 더욱 어렵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Maulik 박사는 인도의 경우 “일차/이차 
치료 시설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기 위한 여행 
비용과 필요한 의약품 등을 처방받는 비용이 
환자들에게 큰 비용 부담일 수 있다”고 말한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국가들에서의 상황은 
좀 더 나으나 최상의 상태라고는 말 할 수 없다. 
Ng 교수는 “지역에서 최고의 의료 시스템 
자원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인 호주에서조차 
농촌 정신보건 제공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
한다고 말한다. 비도시 지역 1인당 정신과 
의사 수가 주요 도시 지역의 33%에 불과하고 
심리치료사의 경우 그 비중이 54%이다. 
지출에서의 차이가 훨씬 더 심각하다. 정신 
질환 유병률이 동일할지라도 벽촌 지역들에서 
전국민 Medicare 프로그램의 1인당 정신보건 

지출이 주요 도시들의 11%에 불과하다.96

자해 데이터가 이 차이의 영향을 보여준다.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한국, 대만의 농촌 지역들에서 자살률이 더 
높다.97 다른 지수 국가들의 농촌 지역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책은 간단하지 않다. 불가피하게 산발적인 
데이터가 지수 국가들에서 정신보건 정보 이해 
능력이 농촌 지역에서 더 낮음을 보여주나98  
교육만으로 상황이 개선 될 가능성이 낮다. 
Maulik 박사가 주관하고 있는 프로젝트 경험에 
기반하여 그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정신보건에 관한 인식을 
제고한다 해도 마을 주민들이 일차 진료 센터를 
방문했을 때이나 이 센터들에 필요한 약물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실제로 
전통적 치료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들 
또는 우울증과의 싸움에서 도시인들보다 
정신과 의사를 덜 신뢰하고 알코올에 의존하는 
농촌 지역의 호주인들의 경향99이 기저 
믿음보다 접근 문제로 인해 대두되었을 수 있다. 
한 인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 치료사와 
서양 의학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한 농촌 
주민들이 치료의 효력으로 인해 후자를 훨씬  
더 선호했다.100 유사하게 중국 농촌 지역에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의 주민들이 
정신 질환 발생 시 전문적인 의료적 도움을  
받고 싶어하나 12%만이 방문할 수 있는 병원 
또는 클리닉을 알고 있었다.101

접근을 강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방법은 일차 진료 제공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신보건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나 이 역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 농촌 
임상의들을 위한 최근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자살 징후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자들의 관리 방법 
전문의로의 명확한 진료 의뢰 경로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도농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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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 정신보건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의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나 지수 내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102

기술이 또한 의료 접근에 대한 지리적 장애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Minas 박사는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mHealth[모바일 
기반] 접근방식에 따라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이 분야에 
관한 mH2라는 최신 약어까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Health 분야의 많은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비용 효율성 또는  
심지어 효율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정신보건에서 도시-농촌 격차는 
의료 서비스의 보다 광범위한 격차를 반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반적인 농촌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러한 변화에 정신보건을 
통합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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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변혁을 위한 관건
시설화로부터 정신 질환 환자들을 지역사회로 

통합하는 데 필요한 치료 서비스 환경 제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수 국가들이 속한 현재 

단계는 상당히 상이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전환이 완벽하게 가능한 경우에도 어떠한 국가도 

아직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 동안 큰 변화를 달성하지 못한 많은 

국가들도 이제 모든 국가들이 공유하는 이 

목표를 향한 보다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Patel 

박사가 말한 바와 같이 문제는 “정책 관심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역량 부족 간의 

상당한 격차”이다.

지수 국가들 간의 방대한 차이로 인해 상세한 

권고사항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몇 가지 

일반적인 관찰사항이 가능하다:

비전이 구체적인 형태이어야 한다: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정신보건법 부재와 홍콩의 포괄적인 

정신보건 정책 부재가 통합된 지역사회 치료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약화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비교적 최근에 정신보건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 8.6점 모자란 높은 지수 점수는  

“지역에서 정신보건 정책 실행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Patel 교수는 말한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노력만이 굳게 뿌리 내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뉴질랜드와 호주가 

다수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도전들을 

극복했기에 다른 국가들보다 이 변혁에서 앞서 

나아가고 있다. 시설과 인력 구축에 시간이 

소요된다. 유사하게 Chang 박사는 대만의 다른 

고소득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은 순위는 지난 

20년 이상 동안 정신보건법(1990년부터)과 

정신보건 치료를 포함한 전국민 의료보장제도의 

채택(1995년)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수십 년 전 목격된 바와 같이 

모멘텀이 사라질 수 있다.

재원이 중요하나 이를 사용하는 방법과 자금을 

적용하는 방법이 보다 중요하다: 개도국들은 

정신보건 시스템 기술 역량을 구축하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한적인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할 수 없을 것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재원 조달이 정책 목표를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 보다 적은 재원을 병원에 

배정하고 보다 많은 재원을 지역사회 치료에 

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고소득 아시아 

국가들조차 이러한 재원 재배정을 실시해야 

한다.

모든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고 보다 

중요하게는 이를 개발해야 한다: NGO가 

시설과 인력 구축에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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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폐한 사회 시스템에 차선이 아니다: 이들은 

뉴질랜드가 지수에서 1위 성과를 달성하는 

데 관건적 역할을 하였다. 유사하게 중국의 

프로그램 686이 임상의들보다 비전문가들을 

정신과 전문의보다 클리닉 종사자들을 보다  

많이 교육시켰다. 두 사례는 다양한 시스템 

자원을 개발하고 통합하는 데 전략 재원 조달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도전의 성격을 이해한다: 아시아 태평양 

정신보건 부담의 실체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적용했을 때 비로소 명백해졌다. 유병률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알려진 내용이 너무 적다. 모든 의료 

시스템이 제한적인 자금을 활용하여 가장  

긴박한 데이터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통합은 궁극적으로 문화적 포용성에 달려  

있다: 정신 질환 환자들을 위험한 외부인으로 

거부하는 지역사회에서는 이들이 있을 곳은  

결코 찾지 못할 것이다. 이들을 마지 못해 

경계하며 포용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포용이 필요하다. 특히 정신 질환 환자들이 

개별 치료로부터 포괄적인 정신보건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인프라 구축과 함께 문화적으로 

적절한 편견 척결 노력을 실행해야 한다.

이 단계에 도달하려면 불가피하게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유럽에서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변화를 추진하는 데 지역사회 의료의 

훌륭한 유효성과 비용 효율성과 함께 인권에 

대한 호소가 강력한 추진력이었다. 이러한 

배려들이 아시아 국가에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캠페인과 환자 옹호에 대한 불확실성과 일부 

지역에서의 적대감 지역사회 가족 개인의  

역할에 관한 독특한 아시아의 문화적 규범  

사회 질서 준수에 관한 독특한 아시아의  

문화적 규범이 정신 질환 환자들을 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모든 문화는 진화한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뉴질랜드에서 정신 질환 환자들은 기피의 

대상이었다. 오늘날 이들은 불완전할지라도 

자신들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지금 아시아 

국가들이 정신 질환 환자들을 사회로 환영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통합은 궁극적으로 
문화적 포용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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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지수 결과 개요

총점 환경 기회 치료에 대한 접근성 거버넌스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뉴질랜드 94.7 =1 호주 90.0 =1 호주 100.0 1 호주 96.9 1 뉴질랜드 94.9

2 호주 92.2 =1 뉴질랜드 90.0 =1 뉴질랜드 100.0 2 뉴질랜드 95.8 2 호주 84.9

3 대만 80.1 3 대만 81.7 =3 일본 88.9 3 한국 82.7 3 싱가포르 77.0

4 싱가포르 76.4 4 한국 75.0 =3 대만 88.9 4 싱가포르 81.5 4 대만 75.6

5 한국 75.9 =5 홍콩 73.3 =5 싱가포르 72.2 5 대만 77.8 5 한국 72.1

6 일본 67.4 =5 싱가포르 73.3 =5 한국 72.2 6 홍콩 72.9 6 일본 65.6

7 홍콩 65.8 7 말레이시아 71.7 =7 홍콩 61.1 7 일본 58.6 7 홍콩 53.9

8 말레이시아 54.1 8 일본 65.0 =7 말레이시아 61.1 8 말레이시아 43.6 8 중국 53.3

9 중국 45.5 =9 중국 60.0 9 중국 38.9 9 태국 37.0 9 태국 50.3

10 태국 44.6 =9 태국 60.0 10 태국 22.2 10 중국 27.4 10 말레이시아 42.6

11 인도 29.4 11 인도 50.0 11 인도 16.7 11 필리핀 26.9 11 인도 35.9

12 필리핀 25.5 12 베트남 40.0 12 파키스탄 11.1 12 인도네시아 20.2 12 필리핀 31.9

13 베트남 20.6 13 필리핀 33.3 =13 인도네시아 0.0 13 베트남 10.3 13 베트남 24.0

14 인도네시아 16.7 14 인도네시아 25.0 =13 필리핀 0.0 14 인도 10.0 14 파키스탄 23.8

15 파키스탄 12.8 15 파키스탄 15.0 =13 베트남 0.0 15 파키스탄 0.5 15 인도네시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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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정신보건 통합 지수는 정신 

질환 환자들을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15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내 지원 정도를 평가한다. 

유럽 정신보건 지수 2014를 위해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전문가들과 그 관련성을 

교차 확인했으며 아시아 맥락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목표는 개별 국가들의 장점과 

약점을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여 통합에 관한 

논의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수는 4개 범주 즉 환경 기회 치료에 대한 

접근성 거버넌스에서 국가 별 채점으로 작한다. 

지표들은 두 개의 광범위한 범주들로 분류된다:

• 정량적: 지수의 18개 지표들 중 하나 즉  

“정신보건 종사자”가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다. 

이는 정신과 의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사회 

복지사 수에 관한 4개의 하위 지표들로부터 

계산한다.

• 정성적: 17개의 지표들은 국가의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또는 정책의 다른 요소들에 관한 

정성적 평가에 기반하고 일반적으로 0-2 또는 

0-3의 정수 척도로 제공된다(높은 점수=최고).

부록 2:  
지수 산출 방법

데이터 출처
EIU의 리서치 팀이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지수 데이터를 수집했다. 가능한 경우 공식 

출처로부터 공표된 최신 연도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정성적 지표 점수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예 정부 정책과 검토)와  

국가 전문가 인터뷰에 기반한다. 정성적 

지표들은 EIU가 점수를 책정했다.

데이터를 비교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를 표준화했다:

표준화 x = (x - Min(x)) / (Max(x) - Min(x))

여기서 Min(x)와 Max이(x)는 모든 주어진 

지표에서 15개 국가들의 최저값과 최고값이다. 

그 후 표준화 값을 0-100 척도의 양수로 

전환한다. 정량적 지표에 대해서도 이를 

유사하게 실시했으며 높은 값이 통합에 보다 

적절한 환경을 나타낸다.

그 후 전반적인 비교를 위해 범주들의 표준화 

데이터를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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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및 가중치
지표들은 네 개의 범주들로 분류된다:

• 환경: 이는 정신 질환 환자들이 안정적인 

가정과 가족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정책과 조건의 유무를 고려한다. 이는 안전한 

주택 재정적 지원의 가용성과 같은 지표들을 

포함한다.

• 접근성: 이는 정신 질환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과 조건의 유무를 고려한다. 이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현장 방문 

프로그램과 같은 지표들을 포함한다.

• 기회: 이는 정신 질환 환자들이 직장 지속적인 

근무 차별 없는 직장을 찾도록 도와주는 정책 

조치의 유무를 고려한다.

• 거버넌스: 이는 정신 질환 환자들에 대한 

편견과 맞서고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 조치의 

유무를 고려한다. 이는 인식 제고 캠페인, 정신 

질환 환자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장려하는 정책과 같은 지표들을 포함한다.

각 범주가 다른 수의 지표들을 포함하나 각 

지표가 지수 내에서 동일한 가중치를 갖기에
(5.55% 또는 100%이 1/8), 다양한 범주들이 

다음과 같이 국가의 총점 내에서 다른 가중치를 

갖는다:

• 환경 (5개 지표) 28%

• 접근성 (5개 지표) 28%

• 기회 (3개 지표) 17%

• 거버넌스 (5개 지표) 28%

다음 표는 지표들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한다:

환경 (5개 지표)

혜택 및 재정 통제 사회 복지 혜택, 정신 질환 환자들의 개인 재정에 대한 통제 유무.

탈원화 탈원화 정책의 유무, 지역사회 기반 탈원화 치료에 대한 재정 지원 정도.

홈캐어 지역사회에서 장기 지원을 받는 정신 질환 환자 수가 장기 입원 병원 또는 시설 내 
수보다 많거나 적은지 여부.

친권과 양육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들의 자녀 양육권을 보호해 주는 
정책의 유무 

가족 및 간병인 지원 간병인을 지원하는 재원 확충 제도, 간병인의 법적 권리 보장의 유무 및/또는 가족 
지원 조직의 유무

접근성 (5개 지표)

현장 방문 지역사회 기반 현장 방문 서비스와 다른 전문가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의 유무
정신보건 종사자 100,000명 인구 당 정신과 의사, 심리치료사, 정신보건 간호사, 사회 복지사의 수를 

반영하는 복합 점수
의료 서비스 시스템 내 옹호 기준 국가가 정신보건 서비스 사용자들을 위한 옹호 시스템에 재원을 제공하는지 여부
치료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정신 질환 환자들의 다양한 치료, 기분 안정제 및/또는 항정신병 약물에 대한 접근성 

정도를 반영하는 복합 점수
교도소 내 지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수감자 및 석방자들을 위한 정신보건 지원 조치의 보급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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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3개 지표)

직장 복귀 계획 정신 질환 환자들의 직장 복귀 계획의 유무; 이러한 직원들을 수용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고용주들의 법적 의무; 직장으로 복귀할 때 실용적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예를 들어 의사들의 “업무 수행 적합성”에 관한 소견서의 유무.

직장 배치 계획 정신 질환 환자들이 직장을 찾도록 도와주는 메커니즘; 개별 직장 배치를 제공하는 
재원을 조달해 놓은 계획; 교육과 직업 지원 프로그램; 개별 “직무 수행 코치”를 위한 
재원 조달 유무. 

업무 관련 스트레스 국가들이 업무 관련 스트레스 예방을 포함하는 직업상의 건강 정책과 안전 규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거버넌스(5개 지표)

비자발적 치료 정신 질환 환자의 의지에 반하여 감금 또는 치료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적절한 
기준의 유무

인권 보호 해당 국가가 인권 조약에 서명/비준했는지 여부 정신보건 서비스 사용자들의 인권 
보호를 평가하는 평가 기관 유무

교차 정책 정신 질환 환자들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부처들(교육, 고용, 주택) 간의 공식 
협업의 유무

태도 변화 직장과 학교에서 정신보건 증진 프로그램의 보급 정도 

환자 관점에서의 평가 정신보건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때 환자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고려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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