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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Assessment (MW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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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지역

영국

수행연도

2009

평가대상의 특성(정책, 계획, 프로그램 혹은
사업의 내용)
평가방법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건강결정요인

평가결과

HIA 평가결과 적용 여부

‘파논 자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활동
간이 정신건강영향평가 (Rapid MWIA)
Ÿ
Ÿ
Ÿ
Ÿ
Ÿ
Ÿ
Ÿ

주택
건조 환경
자연으로의 접근성
경제 안정
좋은 음식
여가
불평등 해소

Ÿ 긍정적 영향
- 주택
- 건조 환경
- 자연으로의 접근성
- 경제 안정
- 좋은 음식
- 여가
불평등 해소
Ÿ 부정적 영향
- 주택
- 건조 환경
- 여가
- 불평등 해소
Ÿ 인종차별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이다. 그러므로 소
수민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논 자원
센터’같은 곳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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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경 및 목적
‘파논 자원 센터 (Fanon Resource Centre)‘는 아프리카계 및 아프리
카계 카브리해 소수민족 중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센터이다. ‘파논 자원 센터 (Fanon Resource
Centre)‘ 안에서 운영하는 활동에 관한 MWIA를 시행하는 목적은 다음
과 같다.
Ÿ ‘파논 자원 센터’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정신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잠
재적 영향을 파악한다.
Ÿ 본 서비스로 인한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 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는다.
Ÿ 정신건강의 지표를 개발하여, 센터 활동 이용자의 정신 건강상태를
측정, 평가 및 향상시킨다.
이와 같은 목적은 다양한 직원, 서비스 이용자, 매니저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다. 방법
워크숍을 통한 MWIA를 시행하였다. 워크숍 개최의 목적은 센터가 운
영하는 활동들이 아프리카계와 아프리카계 카리브해 인종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중요한 잠재적 영향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찾아내고, 그들의 관
점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
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워크숍에 18명의 다양한 이해관
계자가 참석하였다. 참석자의 절반이 서비스 이용자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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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먼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신건강의 의미를 의논하였고 정
의하였다. 그리고 서비스에 영향 받는 인구집단을 Lambeth에 거주하는
18세에서 65세 사이의 아프리카계와 아프리카계 카리브해 인종으로 구
별하였다. 그리고 4가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을 평가하고,
정신 건강 결정요인을 평가하였다.
4가지 보호요인의 증거자료는 보건국 웹사이트, Social Care online,
구글 스칼러, Southside Partnership 웹사이트에서 조사하여 문헌 고찰
을 하였다.

라. 결과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7가지 주요건강결
정요인을 평가하였다.
건강결정요인

영향

주택

+/-

건조 환경

+/-

자연으로의 접근성

+

경제 안정

+/-

좋은 음식

+

여가

+/-

불평등 해소

+/-

의견
서비스 이용자들은 각기 다른 주택환경을 가지고 있어
엇갈린 의견들이 나왔다.
이해관계자들은 Brixton마켓과 Ritzy시네마 외각의
새로 개발되는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어떤 지
역의 안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자원 센터가 운영하는 보행 단체는 지역 공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여러 워크숍 참석자들이 Lambeth
컨트리 쇼에 참석했던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고용 및 혜택 전문가를 좀 더 접촉해야할 필요성을 제
시하였다.
자원 센터 내에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Scotch
Bonnet이라는 사회 기업이 있다.
자원 센터 내에 요가와 단체 보행 활동을 운영하고 있
다. 하지만 사이클링, 체육 클래스, 마사지과 같은 다
른 활동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 요인은 고위층의 개입이 더욱 필요하다
는 의견이 나왔다. 자원 센터에 기반을 둔 지역 개발
단체는 흑인과 소수민족 단체를 위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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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과 백인들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행위가 아직도 우리 사회
에 남아있다. 인종차별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
인이다. 그러므로 소수민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논 자원 센터’같은 곳
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해관계자들은 ‘파논 자원 센터’에서 운영
하는 여러 다양한 활동에 감사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더 많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를 지원해야한다는 문헌 고찰 평가 결과는 보건 정책 당국
의 방향성과 맞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은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
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제시하였다.

마. 권고
Ÿ 시민단체의 지원이 가치를 가짐.
Ÿ 직원 혜택
Ÿ 남성 단체 운영이 필요함.
Ÿ 카운슬러 필요함.
Ÿ 사회 활동이 필요함.
Ÿ 댄스 수업/에어로빅 운영이 필요함.
Ÿ 조식 모임을 운영하도록 함.
Ÿ 고용기업 및 주요 대학들과 연계
Ÿ 종교 단체와 더 많은 연계
Ÿ 지정된 기도실 운영하도록 함.
Ÿ 또래/동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Ÿ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Ÿ 안전과 신뢰가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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