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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건강결정요인

맨체스터 게이트웨이 사업을 평가함.
간이 정신건강영향평가 (Rapid MWIA)
Ÿ
Ÿ
Ÿ
-

평가결과

-

Ÿ
Ÿ

HIA 평가결과 적용 여부

통제력 향상
소속감
본 사업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정신건강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지역 내 노년층 인구집단에 집중하여 지역
내 공통적 이슈를 나누고, 지역 내 노인들
간에 신뢰감을 쌓도록 함.
노인들의 보다 포괄적인 사회 지원 시스템
의 접근성을 높임.
강한 사회 연결망, 사회 지원, 사회 소속감
을 제공하여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침. (자살, 정신질환, 사회적 고립 등의 정
신건강문제를 줄임.)
영향 받는 인구집단 – 50세 이상 성인
사업을 중단할 경우 맨체스터 노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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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경 및 목적
게이트웨이 사업은(Gateway Project) 맨체스터에 사는 노인들의 선
택, 건강 및 소속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하고 조언해주는 3년 계획 사
업이다. 사업의 목적은 모든 노인 서비스 옵션을 한 곳으로 옮겨 노인들
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
은 Manchester Advice와 Age Concern Manchester의 협력으로 제
공되었다. 게이트웨이 사업에 대한 정신건강영향평가(MWIA)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Ÿ 게이트웨이 사업이 맨체스터 주민들의 정신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잠
재적 영향을 파악한다.
Ÿ 본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 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는다.
Ÿ 정신건강의 지표를 개발하여, 게이트웨이 이용자의 정신 건강상태를
측정, 평가 및 향상시킨다.

다. 방법
경험 있는 두 명의 MWIA 진행자가 게이트웨이 사업 직원들을 훈련시
키면서 MWIA 단계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총 3개월에
걸쳐 ‘이해관계자 워크숍’을 여러번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와 사업 이용자
의 관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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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크리닝
맨체스터

조언

단체는

초기에

‘독립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

(Independent Domestic Violence Advice Service)’에 관하여
MWIA를 시행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스크리닝을 마친 후 스코핑 시작 단
계에서, ‘독립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의 이용자의 현재 상황과 엄격한 비
밀유지를 해야하는 이유 때문에 이용자들이 워크샵에 참여하기 어렵고,
이해관계자들을 모집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게이트웨이
사업‘에 대해 MWIA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정해진 기간이 촉박하고
많은 양의 일거리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스크리닝을 이해관계자 워크숍
전에 시행하지 못하였다.

2) 스코핑
Age Concern, Manchester Advice, Care and Repair, Valuing
Older People, Manchester Alliance for Community Care,
Partnership for Older People Projects와 두 명의 서비스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3) 평가
이 단계에서 평가를 위한 3가지 종류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였다. 지역
조사를 실시하여 인구 통계와 서비스 이용자가 거주하는 곳의 인구집단
의 건강 상태를 파악했다. 전문 연구 자료의 문헌 고찰을 통해 효과적인
중재 방법을 모색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관점과 경험을 자료로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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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인해 영향 받는 인구집단은 맨체스터에 거주하는 50새 이상
의 인구 집단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보호 요소
는 다음과 같다.
⧠ 통제력 향상
○ 교통수단
○ 건강한 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지식 기술
○ 자신의 의사표현이 받아들여짐
⧠ 소속감
○ 소속감을 주는 실제적 지원
○ 불평등 해소
○ 옹호/갈등 해결

라. 결론
⧠ 본 사업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하였다.
○ 지역 내 노년층 인구집단에 집중하여 지역 내 공통적 이슈를 나누
고, 지역 내 노인들 간에 신뢰감을 쌓도록 하였다.
○ 노인들의 보다 포괄적인 사회 지원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였다.
○ 강한 사회 연결망, 사회 지원, 사회 소속감을 제공하여 정신건강
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자살, 정신질환, 사회적 고립 등의 정
신건강문제를 줄임.)
⧠ 사업을 중단할 경우 맨체스터 노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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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권고
게이트웨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새로운 자금을 확보하여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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