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환경위험점수(Polyenvironmental Risk Score, PERS)          

                    일시:        .     .     .   담당자:            

 

 

사회경제적 상태  

(출생 바로 전년도) 

• 어린 시절(초등까지) 가정 형편 (양호, 어려움, 모름) 

• 종합: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 (○, X, 모름) 

 부모의 학력과 직업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일관성 있게 판단 

부  

최종학력 

(___년,모름) 

: ☐무학 

☐초중퇴 

☐초졸 

☐중학중퇴 

☐중졸 

☐고등학교중퇴 

☐고졸  

☐대학교중퇴 

☐대졸 

☐석사 

☐박사  

모  

최종학력 

(___년,모름) 

: ☐무학 

☐초중퇴 

☐초졸 

☐중학중퇴 

☐중졸 

☐고등학교중퇴 

☐고졸  

☐대학교중퇴 

☐대졸 

☐석사 

☐박사 

부 직업 : (       , 모름)  모 직업 : (       , 모름)  

출생시 부의 연령 

      세 또는 현재 아버지 나이 (   ) 

 만약 정확히 기억 어려우면  

35세 미만 (   ), 35~54세 (    ), 55세 이상(    )으로 구분 

산과 및 주산기 합병증 

(면담자:             ) 

※ 가능하면 모 또는 부와 면담할 

것 

1) 산과 합병증  

• 임신기간 중 정신적 스트레스(중등도 이상만) ☐예 ☐아니오 ☐모름 

• 임신기간 중 알코올 또는 흡연 여부 ☐예 ☐아니오 ☐모름 

• 임신기간 중 당뇨 여부 ☐예 ☐아니오 ☐모름 

• 분만전 출혈 ☐예 ☐아니오 ☐모름 

2) 주산기 합병증  

• 대상자의 조산(한달 이상) 여부 ☐예 ☐아니오 ☐모름 

• 대상자의 저체중 여부(2500g 이하) ☐예 ☐아니오 ☐모름 

• 신생아 집중치료실 치료 여부 ☐예 ☐아니오 ☐모름 

• 종합: 산과 및 주산기 합병증 유무 (○, X, 모름) 

 위 내용 중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성장한 지역 

 

• 출생지 (          , 모름) → ☐도시 ☐농촌(군/면단위 이하) 

 출생지는 도시가 아닌 경우 정확한 면단위 주소까지 확인 

• 출생부터 초등학교까지 자란 지역 (          , 모름) 

→ ☐도시 ☐농촌(군/면단위 이하) 

 12년동안 50% 이상 거주한 지역으로 판단 

부모 관련 트라우마 

(사망/이혼 & 

부모로부터 떨어짐) 

※ 가능하면 부모 및 환자 모두 

면담할 것  

• 계획 임신 (○, X, 모름) 

• 18세 이전에 부모의 이혼 (○, X, 모름) 

• 18세 이전에 부모의 사망 여부 (○, X, 모름) 

• 12세 이전에 부모와 떨어져(6개월 이상) 큰 적이 있는지(부모 모두 또는 어머니

와 떨어진 경우만 해당) (○, X, 모름) 

• 종합: 부모 관련 트라우마 유무 (○, X, 모름) 

 위 내용 중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성장 시(18세 이전) 심리사회적 

트라우마 

※ 중등도 이상의 것만 포함시킴 

• 부: 언어적 폭언(학대) (○, X, 모름) 신체적 학대(폭력) (○, X, 모름) 

• 모: 언어적 폭언(학대) (○, X, 모름) 신체적 학대(폭력) (○, X, 모름) 

• 부모에 의한 정서적/신체적 방임 여부(○, X, 모름) 

• 부가 모에(또는 반대) 대한:  언어적 폭언(학대) (○, X, 모름)  

신체적 학대(폭력) (○, X, 모름) 

• 친구들간:  언어적 폭언(심하게 놀림 받은 것도 포함) (○, X, 모름)  

신체적 학대(폭력) (○, X, 모름) ☞ 있다면 몇 세에: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         년       개월  

• 다른 사람에 의한  언어적 폭언(학대) (○, X, 모름)  

신체적 학대(폭력) (○,  X, 모름) 

다른 트라우마 (○, X, 모름) 

• 성 추행/폭력 여부: (○, X, 모름)   

☞ 있다면 몇 세에:          그리고 누구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을 때 ○에 체크함 

• 종합:  신체적 방임/학대/트라우마 (○, X, 모름) 

성적 학대/트라우마 (○, X, 모름) 

정서적  방임/학대/트라우마 (○, X, 모름) 

 위의 전반적 내용에 근거하여 평가자가 일관성 있게 판단 

발병 전(onset 6개월 내) 성인기 

어려움 

※ 발병 나이가 19세 이상인 경

우만 해당 

※ 증상과 관련된 내용은 배제 

(즉, 독립적 스트레스) 

• 발병 나이가 19세 이상입니까? : (○, X) 

• 혼자 살았는지: (○, X, 모름) 

• 경제적 어려움: (○, X, 모름) 

• 사회적 관계 어려움: (○, X, 모름)  

• 직업/학업 (가사도 직업에 해당, 유무 및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해 판단) 또는 학업

의 어려움(유무뿐 아니라 실재 어려움도 고려): (○, X, 모름)  

중등도 이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만 ○에 체크함 

• • 종합: 성인기 어려움 (○, X, 모름) 

위의 전반적 내용에 근거하여(2개 이상) 평가자가 일관성 있게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