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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서비스가 재활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병 수

정신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재활을 위해서는 사례관리서비스가 필수

적이다. 하지만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하는 사례관리사업은 사례관리자의

업무부담이 과중하여 이용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이에 사례관리자의 사례부담을 낮춰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관리서비스인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정신사회재활모형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재

활성과를 증상과 사회적응의 차원에서 평가하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서

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성과가 있는

가?”, 둘째,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들의 특성에 따라 성과에 차

이가 있는가?”이다.

본 연구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H정신건강복지재단 산하 정

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에서 3회에 걸쳐 조사한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 성과평가 응답자료 중 1차 측정시점부터 3차 측정시점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종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

법으로는 재활성과의 종단적 변화추세와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의료적,

사회보장, 사회적 지지, 취업 특성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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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적 증상(BPRS)과 사회적 적응능력(MCAS)에 대한 반복측정분산분석

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는 이용자의 재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의 변화추세를 살펴본 결과 이용자의 정신과

적 증상이 감소하고 사회적 적응능력이 증가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

화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혼인상태가, 의료적

특성 중 주진단명, 초발연령, 정신과병원 입원경험 및 최근 2년간 정신과병

원 입원여부,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여부, 약물복용여부가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보장, 사회적지지, 취업 특성이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 혼인상태가, 의료적 특

성 중 주진단명,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여부, 외래진료시 정신치료 이용여

부, 약물복용여부가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보장, 사회적지지 특성이 사회적

적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긍정

적인 성과가 확인된 만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대상 사례서비

스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며, 정신장애인 대상 사례관리서비스의 성과평

가는 이용자의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례관리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재활성과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재활성과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촉진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례관리서비스와 정신

의료서비스의 상호보완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중인 사회서비스 사업인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를

통해 낮은 사례부담을 특징으로 하는 사례관리서비스의 성과를 입증해보였

다는 점, 사례관리서비스 이용자의 재활성과를 종단적인 차원에서 측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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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재활성과의 변화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정신장애의 과정과 결과의 다양성을 재확인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지 못했다는

점, 재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조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서비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주요어: 사례관리,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 재활성과, 정신건강 토털케어,

반복측정 분산분석

학 번: 2010-2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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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정신장애는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개인의 생활기능이 손상되어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정신장애는 그 경과가 만성적이고 장

애 정도가 심각하여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훈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와 보

호자에게 심각한 고통과 불편을 가져온다. 이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주 보

호자인 가족은 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 부담이 상당하다(김문근 김이영, 2008). 지역사회정신보건을 표방한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래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입원 위주의 정신

보건환경이 계속되고 있어 7만 명 이상의 정신장애인들이 여전히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20세기 중반 미국에서는 정신 약물의 등장으로 탈시설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보호가 시작된다(양옥경, 2006). 하지만 정신장

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통합적인 서비스가 부족하여 지역사회에 적응하

지 못한 채 퇴원과 입원을 거듭하는 회전문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미국

국립정신보건원은 회전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방법으로 사례관리

를 제안한다. 초기의 사례관리는 정신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서비스를 스스로 이용

할 수 없는 정신장애인이 많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의 이용관리

와 서비스 공급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사례부담을 획

기적으로 낮춰 사례관리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PACT(Program of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와 같은 집중사례관리모형이 등장하여

그 효과성을 입증해 보였다.

한국에서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업무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

례관리)사업을 규정함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실천이 시작되었

으나 사례관리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재원과 인력이 부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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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자의 사례부담이 대단히 높은 편이다(서울시 정신보건센터 연구지

원팀, 2011). Rapp(1998)은 사례부담을 사례관리의 성과를 예측하는 제1요

인으로 들고 있는데, 사례부담이 1:20을 넘으면 사례관리의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사업은 사례관리자가 대상

자와 3개월에 1회 이상 접촉하는 경우를 등록인원의 유지 기준으로 삼고

있을 만큼 대상자와의 접촉 빈도가 낮으며, 등록자 관리 및 위기개입을 위

주로 사례관리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인력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복지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인력충원이 요원하여 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반해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취

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공급 및 일자리 공급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정

신장애인 사례관리라는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김윤수, 2008; 강상경, 2009).

정신건강분야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인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는

2007년 지역사회혁신서비스의 하나로 대전에서 시작되었으며, 정신장애인

의 지역사회재활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기존 정신

보건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을 위한 국

내 최초의 집중적 사례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의의가 있다.

나아가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는 사회서비스사업으로서의 성과를 인정

받아 지역사회투자사업 10대 유망서비스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011). 정신건

강 토털케어서비스는 이와 같이 사업의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로서의 성과와 비용 효과성을 입증해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

회복지서비스 중에서도 정신보건서비스는 인간의 변화를 수량화하기 어렵

고, 단기간에 그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중적 제약에 놓여있다. 특히

사례관리는 만성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에 따른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절감

하면서도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

므로 비용절감과 서비스의 품질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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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이는 사례관리영역에서

성과관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한국사례관리학회,

2012). 기존의 사례관리사업에 비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집중사례관

리의 성격상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입증하기 위

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들의 정신과적 증상이 감소하

고, 전반적인 기능과 적응도가 증가하였으며, 입원일수 감소로 인한 의료비

용 절감 효과가 확인되었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한울정신

건강복지재단, 2008; 민은희, 2009; 전태기, 2011;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 외,

2012).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은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초기 도입, 정착 과

정에서 서비스의 성과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2008)과 민은희(2009)는 토털케어서비스의 성

과를 GAF(The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의 점수만으로 측정하

였고 제시하였고, 전태기(2011)는 이용자의 만족도와 욕구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한울사회서비스 사업단 외(2012)는 정신과적 증상과

지역사회적응도의 변화를 6개월 간격의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제시하였다.

정신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개입을 통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Wong, Yeung & Ching, 2009) 지역사회 정신

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특정 시점의 성과를 비교하는 것보다

규칙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성과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Kupper & Hoffman, 2000; 황태연 외, 2001에서 재인용). 또한 동

일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신질환의 발병과 경과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개인에게서도 시간에 따라 재활의 성과는 다르게 나타난

다. 그리고 정신장애의 발생에 사회-심리-생물학적인 다양한 요인이 영향

을 미치듯이 재활성과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정신질환의 발생과

재활에서의 다양성을 고려해볼 때(하경희, 2000; 권석만, 2003),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성과를 종단적 차원에서 확인하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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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재활은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손상과 기능의 제약을 완

화하고, 무능과 불리를 보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적응과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

신사회재활의 1차적 목표인 정신과적 증상의 감소와 2차적 목표인 사회적

응의 증진을 재활성과로 정의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재활의 핵심요소인 사례관리서비스

가 정신장애인의 재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정신건강 토털

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정신과적 증상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를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재활성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집중사례관리서비스인 정신

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하고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재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 특성을 확인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이

위한 서비스 개별화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거주 정

신장애인의 재활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문제

위의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볼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성과가 있는가?

1-1.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정신과적 증상이 감소하는가?

1-2.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 적응능력이 증가하는가?

1)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구성요

소, 이용자의 특성을 들 수 있는데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는 10대 유망사회서비스로서

표준화된 사업지침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서비스의 편차가 크지 않은 편이다. 이

에 반해 정신장애인의 재활성과는 개인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재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용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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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는가?

2-1.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가?

2-2.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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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

1. 정신장애의 특성

일반적으로 정신장애란 정신과적 증상과 이로 인한 생활기능의 저하라는

두 측면으로 정의된다(APA, 1994; Turner, 1997; 이용표 강상경 김이영,

2006에서 재인용). 정신과적 증상은 심리적 증상(우울, 불안, 강박, 정신증

적 증상), 행동적 증상(위축된 행동, 비합리적 행동) 및 심리적 행동적 증

상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 등을 포함하며, 기능상의

장애란 이러한 정신과적 증상 때문에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역할 수행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정신과적 증상과 기능상의 장애가

동시에 나타날 때 정신장애라고 할 수 있다(APA, 1994; 이용표 강상경 김

이영, 2006에서 재인용).

정신장애는 장기간에 걸쳐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그 원인과 발병과정 및 치료기전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바는 없다. 다만 정

신장애는 다양한 원인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므로 개인의 정신장애와 정신

건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이해

해야 한다는 통합적 관점이 유력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이다.

정신장애의 발생 원인이 다양한 만큼 그 경과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정신장애의 과정과 결과의 이질성은 정신장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라 할 수 있다. 즉, 손상, 기능제약, 불리의 수준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증상과 기능의 개선과 악화가 번갈아

일어나는 것이다(하경희, 2000).

정신장애는 그 경과가 만성적이고 장애 정도가 심각하여 일상생활의 전

반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김기태 외, 2001; 양옥경,

2006; 이봉주 외, 2008)2). 이로 인해 당사자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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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양부담이 심각하며, 정신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드는 의료, 재활 등의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한 금액에 달한다.

또한 정신장애는 그 특성상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급성기 증상이 치유

되더라도 잔류증상 때문에 사회적 기능의 제약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는 증상에 대한 치료와 함께 사회기능의 제약

을 보완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이만홍 외, 1999).

2. 정신재활의 개념과 목적

정신재활은 정신장애인의 기능을 향상하여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환경

내에서 최소한의 지원만 받으면서도 성공적으로, 만족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Anthony et al., 2002; 배성우 김이영 손지아, 2011a에서 재인

용). Strauss et al.(1982)은 재활의 목적이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능, 적응 수준,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Anthony는 정신장애인의 재활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손상

(Impairment), 능력 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로 구성된 신체

재활모형을 발전시킨 ‘손상-기능결함-역할장애-불이익’ 4단계의 정신사회재

활모형을 제시하고 있다(Anthony & Liberman, 1986; 이용표 강상경 김이

영, 2006; 정원철, 2007). 각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2) 2008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조사에서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필요도를 살펴보기

위해 IADL 척도를 측정한 결과 중등도 이상인 정신장애인이 전체의 45.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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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손 상

(impairment)

기능결함

(dysfunction)

역할장애

(disability)

불이익

(disadvantage)

정

의

심리적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이 상실되거나

이상이 있는 상태

(*병리 때문에

초래된 결과)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방식과

범위 내에서

활동수행능력이

제한되거나

부족한 상태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방식과

범위 내에서

역할수행능력이

제한되거나 부족한

상태

개인이 정상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과 방해를

받는 불이익 상태

사

례

정신병적 증상

: 환각, 망상,

우울, 무감동

직무적응기술,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술부족

학교에 다니지 못함,

취업하지 못함,

거주지가 없음

편견, 차별, 가난,

실업, 무주택

개

입

진단, 약물치료,

정신치료

재활상담,

기술훈련,

환경지원

재활상담,

역할훈련,

환경지원

제도 정책 변화,

권익옹호,

지역사회프로그램,

편견일소

<표 2-1> 정신사회재활

출처: 김기태 외(2001); Anthony et al.(2002) 손명자, 배정규(2003); 이용표

강상경 김이영(2006)의 내용을 정리함.

재활모형에 따르면 신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또한 사회적 역할수

행에서 불이익이 있으며, 완전히 회복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랜 기간

의료 서비스 인적서비스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재활서비스가 있어야 한

다. 개입관점에서는 병리나 결손보다는 장점과 자원에 초점을 두어 건강한

측면을 극대화하는 재활을 강조한다(이용표 강상경 김이영, 2006).

재활모형에 입각한 정신사회재활은 정신질환자들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거나 개발하도록 돕거나, 현재의 기능수준을 지지

해주고 강화해주며 지속적인 무능력(Disability)과 사회적 불리(Social

Handicap)를 보충하도록 환자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개발하고 변형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이충순 외, 1996; 김기태 외, 2001에서 재인용; 이용표 강상

경 김이영, 2006).

즉, 정신사회재활은 정신장애인의 증상으로 말미암은 손상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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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재발없이 오랜 기간 생활할 수 있

도록 한다. 정신사회재활의 성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신분열병 환자

가 약물치료만을 받을 경우의 1년간 재발률은 34%에 달하지만 정신재활치

료를 함께 받을 경우의 재발률은 9%로 나타났다(김철권 외, 1998). 이처럼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

회의 돌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정신장애인의 재활은 어느 한 요인으로 설명되기보다는 개인적 특성, 가

족 특성, 사회 환경적 특성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므로(하경희,

2000)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

는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

런데 사회적 위축과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를 나타내는 정신장애의 특성상

당사자가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탐색하여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고, 배

우며, 일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능적 기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지역사회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김기태 외,

2001; Anthony, 1979; 이봉원, 2000; 김규수 외, 2002에서 재인용).

3. 지역사회재활 프로그램

1950년대에 들어 항정신병 약물이 발전하여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

이 가능해지자 대규모의 격리와 수용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중심의 치료에

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친근한 환경 안에서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는 지역사

회 정신보건운동(탈시설화 운동)이 등장한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운동은 인

간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한 가치 지향적 접근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권진

숙 외, 2009).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부족한 상

태에서 탈시설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증상이 악화되어 재입원을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미국 국립정신보건연구원은 1970년 중반부터 퇴원한 정신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으로서 ‘지역사



- 10 -

프로그램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지역사회

지지체계

(CSS)

환자의 발견과 방문진료, 기본적인 생활상의 요구에 대한 지원,

정신과 진료 서비스, 위기원조 서비스, 재활서비스, 지지적 주거

서비스, 자문과 교육, 지지체계, 환자권리의 보호와 옹호, 사례관리

서비스

지역

사회

정신

보건

서비스

미국
단기입원서비스, 정신과 외래서비스, 부분입원, 주간치료소, 정신과

응급서비스, 거주시설, 직업재활서비스,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한국

의료서비스(단기 부분입원, 외래진료, 낮병원), 정신건강서비스,

응급서비스, 주간보호(생활훈련), 직업재활, 주거서비스, 가정방문,

사례관리, 정신보건교육

<표 2-2>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

회지지체계(Community Support System)’라는 접근을 고안하여 시행하였

다(정원철, 2007). 지역사회지지체계를 통해 시작된 정신사회재활은 예방,

치료, 재활이라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분야의 세 영역 중 하나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이용표 강상경 김이영, 2006).

지역사회 정신보건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이 환경체계의 요구와 스트레스

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정신장애인의 환경상의 원조체계를

획득 강화함으로써 정신장애인과 환경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개선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Anthony & Liberman, 1992; Anthony, 1998; 이용표, 2000

에서 재인용).

증상의 발현과 잠복을 반복하는 만성적인 정신장애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Talbott, 1998; 양옥경, 2006에서

재인용) 지지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김규수, 2003; 권진숙 외, 2009에서 재

인용) 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하경희, 2000) 정신

장애인 각 개인에게 맞게 개별화되어야 한다.

아래의 표를 통해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출처: 정원철(2007) pp.403-8, 신창식 외(2007) pp.2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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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2>는 한국의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의 범위를 검토한 것이다3). 한국에서 시행 중

인 지역사회 정신보건프로그램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관계로

정신보건법 및 정신보건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표인 중증정신질환

자 대비 등록관리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재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전체 중증정신질환자의 18.1%로 나타났는데(중앙정신

보건사업지원단, 2010), 이는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의 80% 이상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거 및 입소시설

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서비스 공급량이 필요량의 10～12%에 그치고 있

으며, 국가정신보건계획은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역량 부족

을 지적하고 있다(김윤 외, 2010).

이처럼 지역사회재활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제공 중

인 지역사회재활서비스도 정신보건센터의 조정기능이 부재한 상태에서 대

상, 욕구, 사업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은

파편화된 서비스로 인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 정신장애의 특성상 이용자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용하기 어

려운 것이다. 따라서 증상이 심하고 기능의 제약이 많아 더 많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일수록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있어

서비스망에서 배제될 우려가 높다(한국사례관리학회, 2012).

이처럼 이용자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와 연계를 잃고 탈락할 경우 적절

한 지원을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하여 입 퇴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증상과

3) 이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한국에서 제공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의 내용과 범위가

규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개별 프

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국의 지역사회정신 보건서비스의 범위를 규명하는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해야 할 정신보건법과 국가

정신보건사업 지침, 국가정신보건계획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는다.

정신보건법상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사업, 주간재활프로

그램과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사업지침 또한 부가사업

으로 자살예방대책과 물질 오남용 치료재활체계의 강화를 언급하고 있는 관계로 법률상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의 범위가 대단히 협소한 상황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

부, 2012a; 김윤 외, 2010) 다만 국가정신보건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지역정신보건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모델 수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위 표

에서 제시한 한국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내용은 신창식 외(2007)가 제시한 한국 정

신보건서비스의 종류와 구성을 연구자가 정리, 종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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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에 처하게 된다(이용표 강상경 김이영, 2006).

지역사회재활은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이념에 따라 만성적인 정신장애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권진숙 외, 2009).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의 재활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재활 프로그램에서 배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조정하는 통합적, 지속적 접근으로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제2절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과 사례관리서비스

1. 사례관리의 개념

사례관리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문제의 심각성 및 해결

과정에 따라 효율적, 효과적, 구조화된 방식으로(Intagliata, 1982) 단계별로,

그러나 지속적 연관성이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양옥경, 2006). 사례

관리는 전문가와의 일대일 관계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욕구, 문제, 기능수준

을 사정하고 평가함으로써 대상자의 보호 필요여부를 파악한다(Drain,

1997; 한국사례관리학회, 2012에서 재인용).

사례관리자는 생태체계관점 및 PIE(Person in Environment) 이론과 통

합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개입을 수행하며(O’Connor, 1988;

Roberts-DeGennaro, 1987; Pincus & Minahan, 1975; 양옥경, 2006에서 재

인용) 사례관리자는 이용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과 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함으로

써(Rosen, Miller, Parker, 1993; Rosen & Teeson, 2001에서 재인용) 서비

스의 포괄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체계적 접근을 수행한다. 사례관리는 이

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자원을 스스로 획득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

이용자의 사회적 기능과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질병의 재발, 악화를 방

지한다(권진숙, 2005; 권진숙 외, 20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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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는 정신질환에 대한 개입방법으로서 시작되었다(한국사례관리학

회, 2012). 만성정신장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복합적인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므로, 장기간의 증상으로 말미암은 의료적 욕구와 기능

저하로 인한 사회적 욕구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

하다. 사례관리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포괄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를 보장하므로 정신장

애의 개입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기법이다(Turner & Shiffren, 1979; 한국

사례관리학회, 2012에서 재인용).

2. 지역사회재활 프로그램과 사례관리서비스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주 모델은 사례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사례관리는 중요한 개입모델이다(권진숙 외,

2009). 지역사회 거주 만성정신질환자들은 개입의 지속성, 서비스 간의 연

계성 및 통합성을 필요로 하는데 사례관리는 이들에게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이정숙 김수

진, 2002; 양옥경, 2006). 탈시설화가 시작되면서 사례관리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이 준비된 상태에서 탈시설화가 진행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

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했고,

장기 입원했던 정신장애인들은 퇴원 후 지역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

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국립정신보건원은 지역사회지지체계(Community

Support System)를 도입하였으며,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역사회지지체계에

투입되는 모든 제도적 노력을 조정하고 조직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며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였

다(Intagliata, 1982; Hemming & Yellowes, 1997).

구체적으로 사례관리는 정신장애인의 기능, 문제, 욕구 정도에 따라 적절

한 서비스를 연계, 조정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생존율을 높이고, 재입원을 예방하며, 삶의 질을 향

상한다.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때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기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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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입원치료비 등 정신보건 관련 비용 감

소에도 영향을 미친다(Mueser et al., 1998; Patterson & Lee, 1998; Jinnett

et al., 2001; 한국사례관리학회, 2012에서 재인용). 사례관리는 자칫하면 서

비스와 서비스 사이에서 방황하게 될 정신장애인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는, 정신보건서비스의 전달 구도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

는 서비스이다(Turner & Tenhoor, 1978; 양옥경, 2006에서 재인용).

정신보건영역에서 사례관리가 도입된 이래 사례관리실천모형에 대한 연

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례관리 실천모형에 관한 주요 모형으

로는 중개 모형(Broker model), 임상 모형(Clinical case management

model),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 모형(ACT: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model), 집중 사례 관리 모형(ICM: Intensive case

management), 재활모델(Rehabilitation model), 강점모형(Strengths model)

을 들 수 있다(Mueser et al., 1998; Mehr, 2001; Solomon, 2004; 민소영,

2006에서 재인용).

이들 모형은 대상자, 제공자, 조직구조, 서비스 제공방법에서 차이를 보

이는데, Gorey와 동료들의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연구에

따르면 모형의 유형은 사례관리프로그램의 성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Gorey et al, 1998). 사례관리프로그램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부담이었는데, 중개모형은 1인당 사례부

담이 1:50～80으로 매우 높아서 임상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관계로

개입의 성과를 입증해 보이지 못했다(Rapp, 1998). 이후에 제시된 나머지

모형들은 중개모형의 교훈에 따라 1인당 사례부담을 낮춰 적게는 1:10에서

많은 경우 1:30까지로 제한을 두었다. 이는 사례관리자와 대상자 간 접촉의

정도(빈도)가 사례관리 서비스의 품질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Berkeley Planning Associates, 1977; Intagliata, 1982에서 재인

용). 실제로 퇴원한 정신장애인에게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

로 등장한 중개모형은 더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모형에 자

리를 내어주게 된다(Rosen & Teesson, 2000).

앞서 언급한 여섯 가지 모형 중 사례관리의 부담이 낮은 모형은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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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치료모형(ACT), 집중 사례 관리(ICM)와 강점모형의 세 모형인

데, 강점모형은 명확한 구조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 없이 실천원칙을 중심

으로 제시되고 있어 아직 효과에 대한 합의된 결과가 없다(한국사례관리학

회, 2012)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실험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분명하게

확인된 것은 사례관리의 부담이 좀 더 낮은 ACT와 ICM이다.

ACT와 ICM은 타 사례관리 모델과 비교하면 대상자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을 시행하여 정신장애인의 재입원 예방 효과가 높으므로 지역사회 정

신보건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ACT는 ‘벽이 없는 병원’의

개념을 도입하여 병원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단지

서비스의 제공 장소를 지역사회로 옮긴다고 표현할 만큼 포괄적이고 집중

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집중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서는 그만큼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에 관한 부담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민소영, 2006).

한국과 비교하면 정신의료서비스의 비용이 매우 높은 미국에서도 ACT

모델의 운영비용은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 그래서 초기의 ACT는 시범사

업으로 진행되었고 그 효과성을 증명해 보임에 따라 팀 접근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매우 유사한 ICT와 함께 미국 내 사례관리서비

스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한국사례관리학회, 2012).

사례관리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문제를 다루는 만큼 이들의 삶

의 조건을 형성하는 정신보건 정책, 전달체계 및 활용 가능한 자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사례관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국외의 연구

모두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실천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Booth, 1993; 최

숙희 남문희, 2011에서 재인용) 외국의 정신보건사회사업 환경이 한국의

그것과 다른 만큼 한국의 사례관리 실천과 연구는 국외 선행연구와는 분명

한 차이가 존재한다.

사례관리 관련 선행연구 중 외국의 연구는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성과측정,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역

사가 오래된 만큼 초기에는 파일럿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사례관리 모델을 개

발하는 연구들이 있었고, 탈원화 시기를 지나 지역사회재활 프로그램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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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된 집중적인 사례관리(ACT)에 대한 다수의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졌

다. 성과측정 연구의 경우에는 3세대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King, 2006), 연구의 대상자 측면에서도 만성 중증정신장애

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아동, 중복장애,

약물중독, 여성(어머니) 등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반면 한국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으므로4) 정

신보건 사업의 방향 자체가 인프라 구축에 치우쳐있었다. 따라서 사례관리

에 관한 선행연구는 지역사회정신보건의 구성요소로서 사례관리 프로그램

에 대한 소개(배민진, 1995; 양옥경, 1999; 이근홍, 2000; 전석균, 2001a; 전

석균, 2001b; 정원철, 2001)와 함께 사례관리 업무의 개발과 수행에 관한

연구(최성연, 1997; 김명숙, 2000)가 발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현

실에 적합한 사례관리 모형을 도입, 개발하여(황성철, 1995; 양옥경, 2000,

정원철, 2002)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전혜성, 1998; 정미숙, 1999; 이강,

2001; 박정임, 2002) 진행되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당수의 기초자

치단체에 정신보건센터가 설립되어 사례관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의

사례관리 실천에 관한 연구가 가능해진 만큼, 한국 사례관리 서비스의 실

천현황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며(민소영, 2005a, 2005b, 2006,

2009a), 실천모형을 개발하는 연구가(황성동, 2008) 이루어졌다. 2000년대

후반에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의 성장을 바탕으로 연구분야의 확장이

일어나는데, ACT 모델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도입, 적용하여 성과를 측정

하는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김유라, 2009; 오명자, 2009; 하경희,

2010a, 2010b; 김영희, 2012) 사례관리서비스의 수행과 평가에 필요한 척도

연구가 등장하였고(김영숙 박소라 우후남, 2009; 권자영, 2010), 사례관리의

주요기능인 연계활동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박미은 박귀서, 1999; 이혜

원, 2008; 민소영, 2009b, 2010).

4) 한국에서 정신장애인 대상 사례관리사업의 시초는 인천 강화군(1988), 서울 서대문구

(1994), 서울시(1995), 경기도(1996)의 시범사업에서 비롯하며 1998년부터 중앙정부의 지원

으로 서울 경기권에서부터 사례관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의 주요 내용 중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이 사례관리를 근간으로 설계 적용되었으며,

2010년 현재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157개소를 중심으로 사례관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 17 -

3.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서비스의 효과

사례관리서비스는 지역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증상감소, 적응

증진이라는 정신재활의 의학적 목표와 함께 사회적 기능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사례관리학회, 2012). 사례관리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생

존율을 높이고, 재입원을 예방하며, 입원치료비 등 정신보건 관련 비용을

감소시킨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기능 및 사회적 기능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한다(Mueser et al., 1998; Patterson & Lee, 1998; Jinnett

et al., 2001; 한국사례관리학회, 2012에서 재인용; Park, Swinfard &

Stuve, 2010).

정신장애인 대상 사례관리서비스의 성과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정신장애

인의 지역사회재활이라는 프로그램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신의학적

성과지표와 사회적 기능향상 여부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전반적 성과인 지

역사회 생존율, 삶의 질 등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성과예측요인, 서비스의 특성(Rapp, 1998) 및 이용자 특성에 관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Gorey et al.의 연구에 따르면 사례관리서비스는 전반적으로 효과적이었

으며, 이용자의 75%가 대조군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사례관리 서

비스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제시된 예도 있었으나 이는 탈시설화

의 진행 정도와 같은 정신보건환경의 차이에 기인하거나(Burns et al.

2007) 연구대상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부담

이 높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개모델만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Holloway, 1991; Rosen & Teeson, 2000에서 재인용).

사례관리서비스의 효과를 측정한 개별연구와 메타연구를 종합해보면 사

례관리는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정신과적 증상, 의료비용, 입원횟수, 입원일

수, 재발률, 중도탈락률의 감소와 함께 정신보건 서비스 접촉의 증가에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기능 생활기술, 일상생활 기능, 사회적

기능의 향상 등의 성과가 확인되었다. 서비스의 전반적인 성과 측면에서는

삶의 질, 이용자와 가족의 만족도 증진, 지역사회거주기간의 연장이 나타났

다(김철권 외, 1998; 이정숙 김수진, 2002; 이기령 양수, 2006; Ste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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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980; 양옥경, 2006: 384에서 재인용; 김유라, 2009; 오명자, 2008; 김

영희, 2012; Gorey et al., 1998; Ziguras & Stuart, 2000; King, 2006).

제3절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1. 서비스의 도입 배경

정신보건법의 시행을 기점으로 한국의 정신보건정책도 지역사회 정신보

건과 탈원화를 지향하게 된다. 하지만 정신과 병원이나 시설의 입원(입소)

환자 중 45～55%가 지역사회 내 지지체계의 부족 때문에 입원하고 있다

(서동우 외, 1999; 이호영 외, 1994; 민은희, 2009에서 재인용). 재원중인 환

자의 23.5%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여부에 따라서 지역사회로 복귀가 가

능함에도(서동우 외, 1999) 현재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의 공급량은 필요

량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민은희, 2009).

이처럼 한국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는 정신질환의 발병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는 서비스, 탈원화 흐름에 따른 새로운 정신보건욕구에 대

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특히 퇴원 후 꾸

준히 치료와 관리를 받지 않고 있는 재가 성인 정신장애인의 입원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성인 대상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강상

경, 2009).

2000년대 들어 지자체마다 정신보건센터가 설립되어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을 담당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 정신장애인 사례관리서비스가 시작되

었다. 하지만 정책 방향의 변화에도 입원치료 중심의 전달체계가 지속하고

있으며(강상경, 2012),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해야 할 정신보건센터는 과도한

업무 부담 때문에 대상자 등록 관리 및 위기개입 업무를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민소영, 2006).

정신보건센터가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정신보건전달체계 내에 사

례관리사업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클라이언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

준의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의 정신보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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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통해 살펴보면 정신보건센터 근무인력 1인당 담당하고 있는 평균 사

례 수가 2010년 기준 74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례관리

서비스의 실천이 자원 연계와 위기개입을 위주로 이루어져 서비스의 효과

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중개모형이 제시하는 기준을 활용하더라도 담당사례

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것이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의 행정업무 부담을 고려

하여 직접서비스 수행 인력을 기준으로 사례부담을 산출하면 센터당 평균

전임 사례관리인력(FTE: Full Time Equivalent)은 1.7명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전임 사례관리인력 1인당 사례부담은 374명에 달한다. 이는 정신보건

센터의 사업 중에서 사례관리서비스의 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

다(서울시정신보건센터 연구지원팀, 2011).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정신

보건센터의 사례관리프로그램은 일반등록이용자들에게 일상적인 사례관리

서비스(약물복용관리, 개별화된 서비스의 제공)를 통해 정신장애의 재발과

만성화를 예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례관리 성과의 결정요인은 사례부담이며(Gorey

et al., 1998) 제공자-이용자 비율이 1:20을 넘어가면 사례관리의 효과가 없

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Rapp, 1998) 정신보건센터의 사례부담은 사

례관리서비스의 성과 발현을 막는 최대의 장애요인이다. Baker, Intagliata

& Kirschstein(1980)는 사례부담의 변화는 접촉 빈도뿐만 아니라 대상자와

의 만남(접촉)의 성격과 질을 변화시킨다고 하였는데, 사례관리 부담이

1:15에서 1:30～50으로 변화하는 것만으로도 <표 2-3>과 같은 변화가 일

어났다(Intagliata & Baker, 1983에서 재인용).

*. 클라이언트가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 재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주로 클라이언트가 처한 위기상황에 수동적, 반응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 일을 처리하기에 바빠 클라이언트 개인과 그의 욕구를 이해할 기회가 없게 된다.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독립성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대신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일을 해주는 데 그친다.

*. 면담을 적극 요구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접촉이 집중되는 불균형이 나타난다.

*. 업무시간 대부분을 실제 서비스가 아닌 서류작업에 투입하게 된다.

<표 2-3> 사례부담의 증가에 따른 사례관리접촉의 변화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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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변화들은 과중한 사례부담이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보여준다. 과중한 사례부담이라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신

보건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충당하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정신건강 토털케

어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다.

토털케어서비스는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부담을 20사례로 제한하는 집중적

사례관리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획득함으로

써(민은희, 2007, 2009) 기존 정신보건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해당했던 성

인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강상

경, 2009). 2007년 8월에 대전에서 ‘정신장애인 의료비절감 토털케어서비스’

가 처음 시행된 것을 계기로 10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선정되었

으며, 2011년 현재 10개 시 도에서 16개 사업 (3개 시 도 개발, 1개 시 군

구 공동 개발사업)으로 진행되어, 25개 제공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2.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장점

가. 낮은 사례부담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는 사회복지사가 서비스 이용자를 주 1회 1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만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확인한 사례관리서비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르면 사례관리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록, 사례부담이 낮을수록, 사례관리자와의 서비스 접촉이 빈번할수록 좋

은 성과를 보였다.

이에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사례관리자가 이용자를 찾

아가는 방문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사례부담을 20사례로 제한함으로

써 이용자에게 실질적,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와의 접촉 측면에서도 3개월에 최소 1회 이상 접촉

을 중증 정신질환 사례관리 대상자 등록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 서울시 정

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사업에(한국사례관리학회, 2012)에 비해 월 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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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는 기존

의 지역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비스망에서 탈락한 사람들

에게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재발로 인한 입원의 방지, 초

기 정신증의 관리 예방이 가능해졌다.

나. 바우처 방식의 정신보건서비스가 갖는 이점

바우처 방식의 정신보건서비스가 갖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민은희, 2009).

①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보다 중앙정부의 예산 부

담률이 높다. 따라서 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재정 부족

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고,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의 총량을 늘릴 수 있다.

②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로서 매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개별 이용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 및 급성기(초발)

환자에 대하여 발병 초기에 개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는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이 제공하는 중

증만성정신장애인 주간재활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

서비스보다는 개별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 그리고 집중적인 관리로 증

상의 악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경증 정신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와 오랜 기간 지속적인 원조관계를 형성함으로

써 보호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증상관리뿐만 아니

라 위기상황 또는 입원을 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 입 퇴원과정에 정

신보건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므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또한 이용자가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 바우처 제공이 중단되므로 입

원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바우처 방식의 정신보건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의 입원감

소라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의 고유 목표 달성에 매우 효과적이다.

⑤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는 정신장애인에게 정신보건서비스의 접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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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주고, 이들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의 관리체계에서 탈락, 입원하

지 않고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제

공기관은 신규 이용자 발굴을 통해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이

용자들에게는 정신보건 관련 기관을 연계한다.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는 지속적인 아웃리치를 통해 신규 이용자를 개

발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 및 제공기관의 지침을 통해 사회복귀시설 등의

다른 주간 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우처 방식으로 예산이 지급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관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숫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

지해야 한다. 즉,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는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가 있

음에도 현재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에서

누락된 대상자를 발굴하여 체계 내부로 끌어들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서비스 내용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로 구성된다. 서비

스 제공에 앞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욕구와 강점을 사정한다. 사정의 영역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

구에 기초한 의식주(일상생활여건 및 경제력 포함)와 안전에 대한 사정, 대

인관계, 부양부담에 대한 사정을 기초로 하며 사정의 수준은 현재의 어려

움, 개인적 희망과 사회적 욕구, 강점과 자원으로 분류하여 작성하는데, 정

신장애인을 또 다른 능력을 가진 생활이 불편한 사람으로 상정하여 강점과

관심을 중심으로 사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사정한 결과에 따

라 증상, 기능의 수준에 따라 개인별 개입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

하며, 서비스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기록지를 사

용하여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가격 및 내용은 월 20만원 내외(정부지원금 18만원, 본인부담금 2～

4만원)이며, 정신질환자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60분 내외) 이상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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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비스는 초기상담, 위기개입, 증상관리, 일상생활지원, 사회적응지원,

취업지원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3>과 같다.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는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 개입하여 정신과적 증상을 관

리하고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입원을 예방하고 취업 및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가서비스는 선택적으로 제공되

는 것으로서 가족상담(교육), 여가 활동, 회복 지원, 경제력지원 등이 있다.

민은희(2009)는 토털케어서비스의 품질 관리, 향상을 위해 네 가지 서비

스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1)사례부담을 제한하며, 2)팀 접근과 슈퍼비전

을 제공하며, 3)서비스 제공 장소는 이용자의 자택을 기본으로 하고, 사례

관리자의 판단과 이용자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4)

사례관리자가 직접 방문 서비스와 간접서비스를 병행하되 직접서비스 제공

을 필수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구분 서비스 내용

초기상담
신뢰관계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위기상황

개입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증상관리

(약물관리)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

하여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

부여로 증상완화 지원

일상생활

지원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사회적응

취업지원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표 2-4>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서비스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011). ’1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담당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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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분석 선행연구

앞서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고찰하면서 국내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성과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 중에서

국내에서 사례관리자의 사례수 부담을 낮춰, 클라이언트에게 실질적인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접촉의 양과 질을 확보한 프로그램은 수원시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시행된 ACT와 토털케어서비스를 들 수 있다.

ACT는 특정 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해당 프로그램

의 성과를 연구한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반면 정신건강 토털케어서

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10대 유망사업으로서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해가고 있음에도 서비스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연구로는 민은희(2009), 전태기(2011),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외(2012)의 연구가 있을 뿐이며 이들 연구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변화를 전후검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민은희(2009)는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의 연구용역 결과(2008)를 인용하여

대전지역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기능(GAF: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변화정도, 입원일수, 관계망형성정도를 사례관리서비스의 성

과로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GAF점수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으로써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입원일수가 서비

스 이용을 전후로 14.2일에서 3.1일로 감소하였고, 재입원 감소율은 78.1%

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관계망 형성 정도(가족이나 사례관리자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1명 이상 증가한

경우)는 11%에서 개선이 있었다고 하였다.

전태기(2011)는 대전광역시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

로 만족도 및 삶의 질의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

한 이용자들이 92.6%였으며 향후 서비스 재신청 의사를 표현한 이용자도

78.3%로 나타나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 이용 후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이용자가 78.2%에 달했다.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외(2012)의 연구는 2011년도 서울, 대전, 인천, 서

천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270명을 대상으로 BPRS와 MCAS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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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증상과 지역사회적응수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는데, 서비스

이용자들의 지역사회 적응도와 정신과적 증상이 모든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배성우 김이영 손지아(2011b)는 정신장애인 재활성과에 관련된 선행 연

구의 제한점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상관관계 연구로 진행되어 사례관리서비

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에

치우쳐 있으며, 효과성과 관련된 연구 또한 사전-사후 검사기법을 위주로

이루어져 연구 설계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배성우 김이영(2005)은 국내에서 진행된 지역사회 정신보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에서 제공된 프로그램들이 대개

1～6월의 단기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서유미, 2002; 김이영 배

성우, 2009에서 재인용). 정신장애인에게 제공하던 개입 또는 서비스가 중

단되면 개입의 효과가 유지되기보다는 현저하게 하향곡선을 그린다는 점에

서(Scoot & Dixon, 1995; Test & Stein; 1978, McRae et al., 1990;배성우

김이영, 2005,에서 재인용) 이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귀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보건기관에서

제공되는 사례관리서비스에 대해 종단적 성과측정이 필요함을 강조한 배성

우 김이영 손지아(2008, 2010, 2011a, 2011b)의 제언에 따라 정신건강 토털

케어서비스의 성과를 지난 12개월간의 성과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종단적으

로 살펴보고 서비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4절 정신장애인의 재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장애인의 재활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므로

(Liberman, 1988; 하경희, 2000) 정신재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왔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재활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정신장애 관련 요인, 개인적 심리적 요인, 가족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 프로그램-서비스 요인, 직업요인이 있다(김현숙, 2003; 김시



- 26 -

내, 2005; 신정이, 2010; 이수희, 2010; 하경희, 2010; 권자영, 2012; Stein &

Test, 1980; Liberman, 1988에서 재인용).

정신장애 관련 요인으로는 진단, 증상, 발병연령, 유병기간, 입원횟수, 약

물순응도 등이 있으며, 개인적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자존감, 자기효능감, 성격, 병전기능, 재활동기, 낙인 등이 있다. 가족요인으

로는 가족부담, 가족태도, 가족 지지, 가족의 기능이 있으며, 사회환경적 요

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사회관계망,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프로그램-서비스

요인에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 이용정도, 만족도가 있으며 직업은 재활의

성과인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직업이 있으면 예후가 좋고 사회

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증가한다(김현숙, 2003; 김시내, 2005; 김상아 박웅

섭, 2006; 조은숙, 2009; 신정이, 2010; 이수희, 2010; 하경희, 2010; 권자영,

2012; Stein & Test, 1980; Liberman, 1988에서 재인용).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재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정신장애

관련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직업 요인을 선택하여 각 요인의 하위 요소들

을 의료적 특성, 사회보장 특성, 사회적 지지 및 취업특성으로 나누어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살펴보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소득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신장애의 발병과 치료반응, 경과, 예후 등의 임상양상에

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고되어 왔다. (이은정 우행원, 1996; 민성길 외,

2006) 정신분열병의 경우 성별에 따라 환자의 증상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증상이라도 성별에 따라 성격과 의미가 다를 수 있다(허만세 김민석,

2007). 정신분열병과 정동장애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치료 반응과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으며, 질환의 경과가 양호하고, 예후가 좋다(이은정 우행원,

1996; 민성길 외, 2006; Young & Meltzer, 1980; Lewis, 1992; Goldstein &

Link, 1988; 김영미 외, 1999에서 재인용).

이용자의 연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정신보건센터

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의 연령군간 특성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에

따른 기능수준(GAF)의 차이는 없었고, BPRS(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점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서비스 이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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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호전의 정도(증상의 감소와 기능수준의 증가)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정신증상과 일반기능수준의 변화폭이 환

자마다 매우 달라서 통계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정인원 외, 2004).

학력이 높을수록 예후와 사회적응력이 더 양호하고 재발의 가능성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Wieselgren & Lindstrm, 1996; 김영미 외, 1999에서

재인용; Kazadi, Moosa & Jeenah, 2008). 배우자나 이성 파트너가 있을수

록 예후가 좋았다(Offord & Cross, 1964; Gelder, 1989; Blak &

Andreasen, 1994; 김홍곤 외, 1996에서 재인용; Johnson & Nyman, 1984).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정신분열증은 하류계층,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ollingshead & Redlich, 1958; 민성

길 외, 2006에서 재인용) 소득이 낮을수록 증세가 심하며 정신질환이 지속

될 가능성이 높고 예후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Astrachan, 1974; Eaton,

1985; Balck & Andreasen, 1994; WPA, 1995; 김홍곤 박민철 김재현, 1996

에서 재인용; Weich & Lewis, 1998; Holzer et al., 1986; Molica &

Astrachan, 1991; 김상아 박웅섭, 2006에서 재인용). 정동장애도 노동계급

등 낮은 사회계층의 유병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의료적 특성을 진단명, 초발연령, 입원경험, 외래진료 이용여부,

정신과 치료 및 약물복용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신장애인의 진단

명과 정신과 입원 이력은 정신장애인의 재활 성과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난 바 있다(Kuno et al., 1999; 하경희, 2000; Jinnett, Alexander &

Ullman, 2001). 이는 병의 특성이 증상과 사회기능 상실의 정도 및 만성화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Liberman, 1988). 정신분열증은 질환으로 인한

기능의 감소가 발병 초기에 집중되는 반면(최지욱 외, 1997) 정동장애는 변

동성을 그 특징으로 할 만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증상의 변화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초발연령에 따라 정신과적 질병의 증상 및 예후에 차이가 있는데 정신분

열병과 정동장애 모두 발병연령이 어릴수록 예후가 나쁘고 최초 발병 시

나이가 많을 때 예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병연령이 낮을수록 사회

직업적 기능수준이 떨어지고(나경세 김용구, 2007) 재발 및 정신병적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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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빈번하며 공존정신질환을 가질 확률이 높아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힘

들다(민성길 외, 2006; 이정균 김용식, 2000; Kennard, 1959; Bender, 1970;

Goldfarb, 1974; Lehmann, 1980; 이창인 홍강의, 1983에서 재인용).

과거 입원 횟수는 정신질환의 재발로 인한 재입원을 예측하는 주요 위험

요인이며(WHO, 1975; 남정현 외, 2006에서 재인용; Strakowski et al,

1998; 정영은 외, 2010에서 재인용),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의 대부분은 퇴

원 후 전반적인 기능저하를 보였고 사회활동 및 직업활동에 뚜렷한 적응상

의 어려움이 있었다.

약물치료와 지지상담, 교육, 훈련 등으로 구성되는 정기적인 정신과 외래

진료는 정신장애를 경감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궁극적으로 재입원 가능성

을 감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향상시킨다(민성길

외, 2006; 신창식 김도환 노병일, 2007; 왕희령 외, 2010).

약물치료는 정신질환에 대한 생물학적 취약성을 완화하여 증상을 조절하

고 인지기능에서의 손상을 감소함으로써 정신재활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Liberman, 1988). 정신약물치료 여부는 재발과 재입원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Doering et al., 1998)이며,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른 치료법이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영 배성우, 2009). 약

물복용을 중단할 경우 정신분열증 환자의 65～70%가 1년 이내에 재발하며

유지용량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재발률이 매달 5～

10%에 달한다(Donaldson et al, 1983; Liberman, 1988에서 재인용). 그러나

유지용량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재발률은 연간 30% 정도까지 감소한다.

지속적인 약물치료는 정신분열병의 재발을 예방하고 양호한 장기 경과를

가져온다(Davis, 1975; Wyatt, 1991; 홍진표 김창윤, 1999에서 재인용).

장애수당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

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정신장애인의 생계 유지 및 정신재활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소

득지원이 필요하다(김상아 박웅섭, 2006).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며 중증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이,

경증인 경우에는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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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배우자 없을 시 58만원)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에게 2012년 기준 94,600원의 기초급여와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 연령과 소득기준에 따라 2～17만원

의 부가급여를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12b). 경증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

록한 경증 장애인(정신장애의 경우 3급)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에게 매달 3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

5만원의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b).

사회적 지지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며(이상균, 1993; 김희정, 1992; Albee, 1992; Gorden &

Gorden, 1990; 김규수 심경순 이지훈, 2002에서 재인용)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 데 있어 임상적, 사회인구학적 특성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동석 국승희 최형 이형영, 2001). 만성적인 정신장

애를 가진 환자가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을 돌보아 주는 사람들과 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수록 더 오랫동안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다(Hammer,

1963, 1964; Liberman, 1988에서 재인용).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지지는 대

부분 가족에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지지는 정신질환의 예후

와 사회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최인숙, 1986; 김시내, 2004). 가족이 환

자의 병을 잘 이해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재입원율이 15% 내외

로 치료결과가 좋은 반면 환자에게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환자는 재발 가능성이 3～4배나 높았다(Vaughn et al,

1984; Liberman, 1988에서 재인용).

직업이 있는 정신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회적응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김시내, 2004) 직업상의 적응은 정신질환의 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인 동시에 치료 경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신장애

인의 직업경험은 치료적 효과, 심리적 안녕, 사회적 관계형성, 경제적 이득의

이점을 제공한다(김상희, 2006). 직업활동을 통해 생활상의 문제에 대한 극복

능력이 향상되며 스트레스원을 완화시켜 증상의 재발을 막아주기 때문에 보

호인자가 된다. 만성 정신질환자의 적극적인 직업활동은 정신병적 증상의 감

소를 가져오며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향후의 예후가 좋을 것이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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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생활하는 기간 역시 길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한다

(Strauss & Hafez, 1981; Stein & Test, 1980; Liberman, 1988에서 재인용).



- 31 -

이용자특성 : 인구사회학적 요인, 의료적 요인

사회보장, 사회적 지지, 취업 요인

<그림 3-1> 연구모형

제3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1절 연구모형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전반적인 성

과추이를 확인한다. 2)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토털케어서

비스 성과의 차이를 살펴본다. 이 연구의 개념적 틀은 아래의 <그림 3-1>

과 같다.

연구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인을 살펴보면 시간 요인은 정신건강 토

털케어서비스 이용자들의 정신과적 증상과 사회적 적응능력을 6개월 간격

으로 3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여 이용자들의

재활성과가 1년이라는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전반적

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용자 특성요인은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이용자들의 재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주진단명 등의 요인들을 뜻한다.

이용자 특성과 시간의 상호작용 요인은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재활성과의

변화추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성과변

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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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

한 것으로서 정신재활 이론과 사례관리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성과로 정신과적 증상과 사회적 적응

능력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살펴보고(연구문제 1),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재활성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는(연구문제 2) 탐색적 연구이

다(최숙희 남문희, 2011; 한국사례관리학회, 2012; King, 1998; Doering et

al., 1998; Kuno et al., 1999; Jinnett, Alexander & Ullman, 2001).

제2절 연구가설

위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성과가 있는가?

<연구가설 1-1>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들의 정신과적 증상은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 1-2>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들의 사회적 적응능력은 증가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들의 특성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2-1-1>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1-2> 이용자의 의료적 특성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1-3> 이용자의 사회보장 특성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1-4> 이용자의 사회적 지지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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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1-5> 이용자의 취업 특성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2.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2-2-1>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2-2> 이용자의 의료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2-3> 이용자의 사회보장 특성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2-4> 이용자의 사회적 지지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2-5> 이용자의 취업 특성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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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방법

제1절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2011년 4월 1차 측정시점부터 2012년 상반기 3차 측정시점까

지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 사례관리서비스를 받고 있

는 지역사회거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정신

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수집된 정신질환자 토털케어

서비스 성과평가보고서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 외,

2012). 이 자료는 2011년도 A복지재단에 소속된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제공기관 및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서울, 대전, 인천, 서천의 정신

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 271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적응수준 및 정신

과적 증상에 대한 사전-사후평가를 시행한 자료이다.

조사는 담당 사례관리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직접 면담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2011년도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수집과정에서 성과요인인 적응수준

및 정신과적 증상과 함께 주진단명, 정신과 입원경험, 정신과 외래진료 이

용 및 약물복용수준, 사회 의료보장 특성, 인구학적 변수(성별, 나이, 학력,

결혼 여부, 동거가족형태)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졌다.

A복지재단은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산하기

관 및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정신과적 증상

과 지역사회적응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상반기에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도 상반기 조사결과가 확보된 서

울, 대전 지역의 응답자 자료만을 결과분석에 활용하였는데 인천, 서천의

경우에는 BPRS(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의 측정과 관련하여 척도

를 단축형 척도로 전환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연구에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1차 측정시점부터 3차 측정시점까지 서비스를 이용한 서울, 대전

지역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종 정리한 표본을 구성하였다. 1차 측정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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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255명이었으며, 2차 측정의 응답자는 204명이었고, 3차 측정에는 120명

이 응답하였다. 서비스 이용자의 1년간 등록유지율은 47.1%로 나타났다.5)

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Strauss et al.(1982)은 재활의 목적을 질병의 치료 및 개인의 적응수준을

증진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또한 정신장애인의 증

상으로 말미암은 손상을 완화하고, 기능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적응을 증진

하는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활성과 중 정신

과적 증상의 수준은 증상평가척도(BPRS: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적응능력은 지역사회적응척도(MCAS:

Multnomah Community Ability Scale)로 측정하였다.

가. 정신과적 증상

증상을 측정하는 BPRS 척도는 1962년 Overall & Gorham이 개발한 것

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1986년 Lukoff, Neuchterlein

& Ventura에 의해 고안, 수정된 것(BPRS-E)을 사용하였다. BPRS-E는

5)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이용을 중지하였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사례관리 서비스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보다는 서비

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의 재입원율을 고려해 볼 때

이용중단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들

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재입원이 주로

퇴원후 1년 이내에 집중되며 재입원율은 4～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reeman

& Simons, 1963; Wilder et al., 1966; 황태연·이금진, 2002에서 재인용; 이명수 외, 2008).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 집단과 중도에 서비스 이용을 중단한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최종 분석에 활용한 표본(n=120)과 표본에서 제외

된 이용중지자(n=135)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간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소득)를 기준으로 서비스 계속 이용여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석 결과 유의수준 .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가 없어 두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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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문항으로 구성된 7점 척도로서, 정신병리의 진단 치료에 대한 정신병리

의 경과평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표준평가도구이다. Hedlund &

Vieweg(1980)에 따르면 전체 정신병리 점수에 대한 검사자 간 신뢰도는

.85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문화권에서 수행된 천개 이상의 연구들이 이 척

도의 타당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ucht et al., 2005에서 재인용).

나. 사회적 적응능력

지역사회적응도를 측정하는 MCAS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만성정

신장애인(SPMI; Severe and Persistent Mental Illness)의 손상 정도와 기

능, 능력 수준을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서 Oregon 주

Multnomah 카운티의 연구팀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척도는 개인이 지역사

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능영역을 측정할 수 있으며, 임상가

의 관점과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자의 관점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임상 서

비스 제공 과정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성과 평가에도 활용되고 있다

(Bassani et al., 2009).

MCAS는 서비스 이용자 간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시간

에 따른 개인의 변화를 측정할 때에도 그 유용성이 검증되었다(Trauer,

2001; Adair et al., 2005; Prouteau et al., 2005; Bassani et al., 2009에서

재인용). 환자와 친숙한 사례관리자가 평가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쉽게 작

성할 수 있는 척도이다.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실용성의 3가지 측면이

모두 검증되어 임상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Barker이 척도를 개발할 당시의 평정자 간 신뢰도는 .85이며 검사-재검

사 간의 신뢰도는 .83이었다. 각 문항과 인구학적 특성 및 서비스 변수간의

상관관계 검정을 통해 기준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Barker et al., 1994)

MCAS 수치가 재입원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확인됨에 따라 예측타당도

또한 확인되었다(Barker et al., 1994; Zani & McFarland, 1999; Hendryx

et al, 2001; Bassani, 2009,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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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특성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 특성 요인으로

는 선행연구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료적 특성, 사회보장, 사회적 지

지, 취업 특성의 다섯 가지 특성을 선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은 분산분석(ANOVA)의 일종이므로 독립변수가 범주형 변수이어

야 하며, 본 연구에서 집단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집단을 구분하는 기

준으로 활용할 변수는 이분변수가 되어야 하므로 자료 수집 이후 각 변수

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이분변수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소득수준을 조사하

였다. 연령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실제 만 나이를 조사하였으나 이분변수로

정리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정신장애의 예후, 경과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

인한 연구는 많지만 각각의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정신과적 증상이 다양하

고 진단명에 따라 대상자들의 주요 발병시점 또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령층을 구분하는 기준 연령과 연령급간이 매우 상이하여 합의된 기준이

없다(반건호 외, 2002; 우영섭 외, 2007; 우영섭 외, 2007). 특히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정신분열, 정동장애, 기타 질병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정신장애

의 주된 발병시점인 20대로부터6) 10년 이상 경과하여 만성화가 일정 정도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40세를 기준으로 40세 미만의 저연령

집단과 40세 이상의 고연령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40세 미만의 저연

령을 1, 40세 이상의 고연령을 0으로 구분하였다.

학력의 경우에는 현재 중학교 과정까지를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응답자의 학력 분포를 감안하여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고졸 미만과

6) 정신분열병은 주로 20대를 전후하여 발병하며(Lewine, 1985;, Barbigian, 1975; 이정균

김용식, 2000에서 재인용) 주요우울장애는 20대에 작은 절정을 이루고 양극성장애는 대

개 30세 이전에 발병한다(민성길 외, 2006). 정신분열병의 경우에는 45세 이후에 발병하

는 후기발병 사례가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며 주요우울장애는 5～60세 사이에 뚜렷한 절

정을 나타낸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의 장애발생시기 중 만 20～

29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성희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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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이상으로 나누어 보았다. 고졸 미만을 0, 고졸 이상을 1로 구분하였다.

혼인상태의 경우에는 미혼, 기혼, 동거, 이혼 또는, 별거, 사별 등으로 상

세하게 조사한 자료를 현재 배우자 유무에 따라 배우자 있음과 배우자 없

음으로 나누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배우자 없음을 0, 배우자 있음을 1로 구

분하였다.

소득수준은 가구소득이 100만원 단위로 구분한 6개의 구간 중 어디에 속

하는지 조사하였다. 하지만 가구원의 숫자를 고려하지 않은 가구소득은 실

제 가구원의 소득수준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원별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선정하는 자료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를 저소득 여부를

판별하는 대체변수로 활용하였다.7)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경우를 1,

수급을 받지 않는 경우를 0으로 구분하였다.

나. 의료적 특성

의료적 특성으로는 주진단명, 초발연령, 정신과병원 입원경험, 최근 2년

간 정신과병원 입원여부,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여부, 외래진료시 정신치료

이용여부, 약물복용여부를 조사하였다.

주진단명은 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응답자의 대다수가 정신분열증과 정동장애로 구분됨에 따라 정신분열증과

비-정신분열증 군으로 구분하였다. 정신분열증을 1로 하고 정신분열증 이

외의 진단명을 0으로 구분하였다.

초발연령은 최초정신의료기관 이용연령을 조사하였으며 30세를 기준으로

조기발병과 후기발병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응답자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정신분열증과 정동장애의 주요 발병시기가 30세 이전이라는 점과

함께 전체 응답자의 초발연령 분포를 고려하여 중위수(50%) 연령인 28세

7) 소득수준에 따른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재활성과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빈

곤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가구원의 수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소득만을 알 수 있을 뿐 개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없

다는 한계가 있었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 이용자를 구

분하여 분석할 경우 빈곤가구 비중이 10% 가량 더 크게 계산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토털케어서비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인 차원에서 확인

하는 것이므로 빈곤이 서비스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우선해야한

다는 판단 하에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를 저소득 여부의 판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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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장 가까운 30세를 선정하였다. 30세 미만의 조기발병을 1로, 30세 이

후의 후기발병을 0으로 구분하였다.

정신병원 입원경험, 최근 2년간 정신과병원 입원여부는 입원 경험 유무

를 측정하였다. 정신과병원 입원경험은 이용자를 입원치료 경험여부를 기

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해 조사하였으며 최근 2년간 정신과병원 입원

여부는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입 퇴

원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하였다. 최근 입 퇴원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퇴원 이후 증상관리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사례관리서비스를 더욱 필요로 할 것으로 보았다. 두 변수 모두 입원

경험이 있는 경우를 1로 입원경험이 없는 경우를 0으로 구분하였다.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여부, 외래진료시 정신치료 이용여부, 약물복용여부

는 이용(복용)여부와 함께 각각 월간 이용횟수, 정신치료 1회당 이용수준,

일일약물복용횟수까지 측정하였다.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유무 및 약물복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 및 약물복용 횟수에 의한 차이

에 비해 이용자들의 재활성과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정신

의료서비스 이용 및 약물복용여부를 이분변수로 구분하였다. 정신과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를 1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0으로 구분하였으며,

외래진료시 정신치료 이용여부는 외래진료시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을 하는

경우를 1로 하고 면담 없이 약물처방만 받는 경우를 0으로 구분하였다. 약

물복용여부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를 1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0으로 구

분하였다.

다. 사회보장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의 사회보장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장애수당 수급여부, 노령연금 수령여부 및 의료보장유형을 조사

하였다. 특히 소득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은 정신장애인들이 겪

는 낮은 소득이라는 스트레스(Lazarus et al., 1985; 원호택, 1997에서 재인

용)를 중재할 수 있는 금전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정신장애의 발생과 경

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권진숙 박지영, 2009). 기초생활보장 수



- 40 -

급여부는 앞서 언급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소득수준(빈곤)이 재활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변수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사회보장 특성

변수로는 장애수당 수급여부를 활용하였으며 노령연금 수령여부는 표본에

서 이용자가 극히 작아 제외하였다. 장애수당을 수급하는 경우를 1로 수급

하지 않는 경우를 0으로 하였다.

라.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주된 원천이 가족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가족 및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를 1로 동거인 없

이 독거하거나 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0으로 구분하였다.

마. 취업 특성

취업 특성은 최근 1년간 취업경험 유무, 현재 취업여부를 측정한 조사결

과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 취업중인 경우를 1

로, 취업경험이 없고 현재 취업중이 아닌 경우를 0으로 구분하였다.

제3절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자료가 측정된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이다. 따라서 응

답자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고 있어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할 수 없는 관

계로 실험설계를 통해 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또한, 단순한 사전사후측정을 하게 되면 사례관리서비스의 성과가

드러나더라도 그것이 사례관리서비스의 성과인지를 판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개입과정

에서의 성과변화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단일군 전후 반복 측정 실험설계를

시행하였다. 반복측정분산분석기법은 종단적 연구자료를 분석하는 가장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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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인 방법으로써(배성우 김이영, 2008) 본 연구에서는 사례관리서비스의

시행에 따른 재활성과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서비스 이용 시작시

점(1차), 6개월 경과시점(2차), 12개월 경과시점(3차)의 측정값을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이고, 종속변수는 정신과적 증상

(BPRS)과 지역사회 적응(MCAS)이다. 시간(within person factor)에 따른

증상과 적응의 변화를 살펴봄에서 증상과 적응은 척도의 총점을 활용하였

다.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 성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인구사

회학적 특성, 의료적 특성, 사회보장 특성, 사회적 지지 및 취업 특성에 해

당하는 변수를 집단 간 변수(between group factor)로 투입하여 분석하였

다. 반복측정분산분석의 특성상 시간과 집단 간 변수 중 1개의 변수를 선

택하여 상호작용을 분석하였으며 하나의 변수마다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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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결과

제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성비를 보면 전체 인원 120명 중 남자가 63명(52.5%), 여자가

57명(47.5%)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았다. 연령은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평균연령은 45.8세로 빈도분포를 보면 40～49세

가 43명(35.8%)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가 26명(21.7%), 30～39세가 22

명(18.3%)으로 나타났다. 이어 60～69세가 11명(9.2%), 20～29세가 6명

(5%), 10～19세가 5명(4.2%)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30대 이하(33명, 27.5%)를 저연령군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학력은 무학이 9명(7.5%), 초졸이 17명(14.2%), 중졸이 18명(15.0%), 고졸

이 62명(51.7%), 대졸(전문대 포함)이 14명(11.7%)으로 고졸 이상의 비율이

63.4%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중졸 이하(44명, 36.7%)를

저학력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미혼이 65명(54.6%), 기혼이 13명(10.9%), 동거가 1

명(0.8%), 이혼 또는 별거가 23명(19.3%), 사별이 16명(13.4%), 기타가 1명

(0.8%)으로 나타났다. 정리해보면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 이혼 또는

별거, 사별)가 105명(87.4%)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기혼, 동거)가 14명

(11.7%)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대부분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배우자의 유무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가구 소득의 경우 월 100만원 미만이 93명(80.9%)으로 가장 많았고, 10

0～199만원이 17명(14.8%), 200～299만원이 3명(2.6%), 300～399만원이 2명

(1.7%)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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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63 52.5

여자 57 47.5

연령

평균 45.8세

40세 미만 33 27.5

40세 이상 87 72.5

학력
고졸 미만 44 36.7

고졸 이상 76 63.3

혼인상태
배우자 없음 105 88.2

배우자 있음 14 11.8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3 80.9

100만원 이상 22 19.1

<표 5-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2절 주요변수의 기술적 통계

본 연구의 분석에서 활용한 주요 변수인 이용자 특성 변수를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현황, 진단 및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사회보장, 사회적

지지, 취업 요인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펴보면 <표 5-2>에서 <표 5-6>

과 같다.

1.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현황

전체 연구대상자 120명 중 84명(70%)이 서울의 A사회서비스사업단의 이

용자였으며 36명(30%)이 대전에 위치한 A사회서비스센터의 이용자였다.

이용자 중 62명(52.1%)이 아웃리치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55명(46.2%)이 유관기관의 의뢰 또는 기존 서비스 이용자의 소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는 2명

(1.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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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이용지역
서울 84 70.0

대전 36 30.0

이용경로

아웃리치 62 52.1

의뢰(소개) 55 46.2

본인신청 2 1.7

<표 5-2>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현황

2. 진단 및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전체 연구대상자 120명 중 70명(58.3%)이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6

명(5%)이 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는 41명

(34.2%)이었다. 기타 진단은 3명(2.5%)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

정에서는 정신분열증과 정신분열증 이외(50명, 41.7%)의 진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최초 정신의료기관 이용연령을 살펴보면 10대가 25명(21%)으로 나타났

고, 20대가 38명(31.9%), 30대가 27명(22.7), 40대가 15명(12.6%), 50대가 10

명(8.4%), 60대와 70대가 각각 2명(각 1.7%)으로서 절반 이상이 20대 이전

에 발병하여 정신의료서비스를 받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료를 분

석하는 과정에서는 29세 이하(63명, 52.9%)와 30세 이상(56명, 47.1%)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정신과병원 입원경험이 있는 경우는 82명(68.3%)이었고 없는 경우는 38

명(31.7%)이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정신과병원 입원경험이 있는 경우는

22명(18.3%)이었고 없는 경우는 98명(81.7%)이었다.

정신과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사람은 111명(93.3%)이었고, 8명(6.7%)은 이

용하지 않았다. 외래진료 이용자 중 57명(50.9%)은 외래진료시 약 처방만

받았으며, 55명(49.1%)은 약물과 정신과치료를 함께하는 병용치료를 받았

다.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109명(91.6%)이었고,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10

명(8.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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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주진단명
정신분열증 70 58.3

정신분열증 외 50 41.7

정신의료기관

최초 이용연령

29세 이하 63 52.9

30세 이상 56 47.1

정신과병원 입원경험
없음 38 31.7

있음 82 68.3

최근 2년간 정신과병원

입원여부

없음 98 81.7

있음 22 18.3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여부

이용 안함 8 6.7

이용함 111 93.3

회당의료 이용수준
약 처방만 받음 57 50.9

정신과치료받음 55 49.1

약물복용여부
복용 안함 10 8.4

복용함 109 91.6

<표 5-3> 연구대상자의 진단 및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3. 사회보장, 사회적 지지

연구대상자 120명 중 68명(56.7%)은 장애수당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52명(43.3%)이 장애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지지를 동

거가족 여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3대 이상 대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2

명(1.7%), 부모형제와 동거하는 경우가 17명(14.2%),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가 26명(21.7%), 형제 및 친지와 동거하는 경우가 5명(4.2%), 배우자와 동

거하는 경우가 12명(10%)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거가족이 없이 독거하는

경우가 39명(32.5%), 기타가 19명(15.8%)으로 나타나 절반에 가까운 응답

자들이 동거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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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장애수당
수령안함 68 56.7

수령함 52 43.3

사회적 지지
동거가족 있음 62 51.7

동거가족 없음 58 48.3

<표 5-4> 연구대상자의 사회보장, 사회적 지지

4. 취업

연구대상자들의 최근 1년간 취업경험을 살펴보면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가 94명(79.8%)이었고,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가 24명(20.2%)이었다. 이어

서 조사시점에서의 취업상태를 살펴본 결과 99명(83.2%)이 미취업상태였으

며 20명(16.8%)이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최근 1년간

취업경험 여부

없음 95 79.8

있음 24 20.2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 99 83.2

취업 20 16.8

<표 5-5> 연구대상자의 취업 특성

제3절 전수 응답군과 중간시점 누락집단의 동질성 검증

본 연구의 자료는 3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1차 시점에서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여 1년 뒤인 3차 시점까지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조사에 응

한 응답자는 120명이었다. 이 중 103명이 모든 시점에 응답을 하였고, 17명

은 6개월 후인 2차 시점에 응답하지 않았다.

정신건강토털케어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3회의 조사시점

에 모두 응답한 이용자들과 2차 시점에서 응답하지 않은 이용자 간에 체계

적인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집단간 동질성을 검증함으로써 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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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차 시점에서 측정한 이용자의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소득을 이항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모든 조사시점에 응답한 이용자와 2차 시점의 응

답이 누락된 이용자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2차 시점의 응답자와 응답 누락자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5-5>와 같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

계수

표준

오차
Wald 자유도

유의

확률
Exp(B)

성 별 .205 .568 .130 1 .718 1.227

연 령 -.331 .667 .247 1 .619 .718

학 력 .378 .810 .218 1 .640 1.460

결혼상태 .151 .846 .032 1 .858 1.163

소 득 -.527 .607 .756 1 .385 .590

상 수 -1.899 .967 3.858 1 .050 .150

<표 5-6> 2차 시점응답여부에따른인구사회학적특성의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제4절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재활성과

연구문제 1.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성과가 있는가?

<연구가설 1-1>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들의 정신과적 증상은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 1-2>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들의 사회적 적응능력은 증가할 것이다.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가 연구대상자들의 재활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반복측정분산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1차, 2차, 3차 시점에

측정한 개별 이용자들의 BPRS(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와

MCAS(Multnomah Community Ability Scale) 점수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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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3회(1차, 2차, 3차)에 걸쳐서 측정된 재활성과 척도의 평균을 한꺼

번에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입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평균 변화에 유의미한 경향성이 나타난

경우 평균값의 변화추세를 그래프와 함께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t-test가 아니라

일반선형모델을 사용한 것은 본 연구의 자료측정이 사전-사후 검사가 아

니라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평균의 변화를 보다 더

잘 반영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이다.

1.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정신과적 증상 변화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7>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기의 효과가 선형 및 2차형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816509.57 1 816509.57 1832.52 .000

오차 45447.77 102 445.57 　 　

개체내

시기
선형8) 1457.77 1 1457.79 4.85 .030

2차형 2626.34 1 2626.34 23.52 .000

오차
선형 30633.21 102 300.33 　 　

2차형 11391.33 102 111.68 　 　

<표 5-7> BPRS에 대한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그림 5-1>의 그래프를 보면 1～2차에서 BPRS는 56.1에서 47.3으로 감

소하였고 2～3차에서 50.8로 증가하는 양의 2차 곡선 변화양상이 나타났으

며 전체적으로는 선형 감소의 양상이 나타났다. 즉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

8) 선형과 2차형은 개체 내 대비 검정(Tests of within-subjects contrasts)으로 기초선-6개

월 후-12개월 후 점수의 순차적인 변화 패턴이 선형인지, 꺾어진 형태인지에 따라 어느

것이 더 유의미한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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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용자의 증상 평균은 개입에 따른 감소 경향을 나타내지만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그 감소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이상의 정신과적 증상

에 대한 BPRS 검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정신

과적 증상이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1은 지지되었다.

<그림 5-1> 측정시점에 따른 BPRS의 변화

2.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 적응능력 변화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8>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

르면 시기의 주효과가 선형 및 2차형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체 내 대비검정 결과 그래프의 패턴이 선형과 2차형에서 모두 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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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1023644.74 1 1023644.74 4371.33 .000

오차 23885.592 102 234.17 　 　

개체내

시기
선형 210.02 1 210.02 4.63 .034

2차형 330.59 1 330.59 10.59 .002

오차
선형 4626.98 102 45.36 　 　

2차형 3185.08 102 31.23 　 　

<표 5-8> MCAS에 대한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그림 5-2>의 그래프를 보면 1～2차에서 MCAS는 55.8에서 59.0으로 증

가하였고 2～3차에서 57.8로 감소하는 음의 2차곡선 변화양상이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선형 증가의 양상이 나타났다. 즉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적응 평균은 개입에 따른 증가 경향을 나타내지만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그 증가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MCAS 검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토털케어서비스를 받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적응능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2는 지지되었다.

<그림 5-2> 측정시점에 따른 MCAS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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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정신과적 증상

변화

연구문제 2-1.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2-1-1>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1-2> 이용자의 의료적 특성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1-3> 이용자의 사회보장 특성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1-4> 이용자의 사회적 지지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1-5> 이용자의 취업 특성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연구대상자들의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반복측정분산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1차, 2차, 3

차 시점에 측정한 이용자들의 BPRS 점수를 이용자 특성에 따라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두 집단간에 개입과정에서 측정한 평균변화

추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평균값의 변화추이를 그래프와 함께 제

시하였다.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BPRS 변화추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BPRS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 성별, 연

령, 학력, 혼인상태, 소득수준의 다섯 개 변수를 기준으로 BPRS 평균값의

변화 추세와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성별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11>과 같다. 분석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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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 및 집단과 시기

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개체내 대비검정 결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프의 패턴 중 2차형은 유의하였으나 선형

은 유의하지 않았다(F=.03, p=.871).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812675.48 1 812675.48 1825.14 .000

집단 475.67 1 475.67 1.07 .304

오차 44972.09 101 445.27 　 　

개체내

시기
선형 1464.86 1 1464.86 4.83 .030

2차형 2516.68 1 2516.68 23.22 .000

집단*시기
선형 8.02 1 8.02 .03 .871

2차형 442.22 1 442.22 4.08 .046

오차
선형 30625.19 101 303.22 　 　

2차형 10949.11 101 108.41 　 　

<표 5-9> 성별에 따른 BPR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그림 5-3>의 그래프를 보면 남성 집단의 BPRS는 1～2차에서 54.1에서

47.8로 감소했다가 2～3차에서 48.4로 증가하는 양의 2차곡선 변화양상을

나타내었다. 여성 집단의 BPRS도 1～2차에서 57.9에서 46.9로 감소하였다

가 2～3차에서 53.0으로 증가하는 양의 2차곡선 변화양상을 나타냈다. 즉

남성과 여성의 증상 평균이 개입에 따라 감소하는 정도는 비슷하게 나타났

으나 남성 집단에 비해 여성 집단의 증상 변동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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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성별에 따른 BPRS의 변화

2) 연령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10>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령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 및 집단과 시기

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는 선형과 2차형 모두 유의하

였다.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657320.71 1 657320.71 1461.50 .000

집단 22.13 1 22.13 .05 .825

오차 45425.63 101 449.76 　 　

개체내

시기
선형 2752.36 1 2752.36 9.61 .003

2차형 1024.23 1 1024.23 9.99 .002

집단*시기
선형 1719.90 1 1719.90 6.01 .016

2차형 1040.75 1 1040.75 10.16 .002

오차
선형 28913.32 101 286.27 　 　

2차형 10350.58 101 102.48 　 　

<표 5-10> 연령에 따른 BPR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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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의 그래프를 보면 40세 미만 저연령 집단의 BPRS는 1～2차

에서 58.2에서 51.0으로 감소하고 2～3차에서 43.7로 감소하여 우하향하는

직선의 변화양상이 나타났다. 40세 이상 고연령 집단의 BPRS는 1～2차에

서 55.3에서 45.8로 감소하였다가 2～3차에서 53.6으로 증가하는 양의 2차

곡선 변화양상이 나타났다.

즉, 저연령 집단의 증상 평균은 개입에 따른 감소 경향이 지속되는 반

면 고연령 집단의 증상평균은 개입에 따른 감소 경향을 나타내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감소폭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5-4> 연령에 따른 BPRS의 변화

3) 학력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11>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였고,

집단과 시기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BPRS 변화 추세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9).

9) 이용자의 학력은 고졸 미만과 고졸 이상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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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544049.83 1 544049.83 1209.83 .000

집단 28.85 1 28.85 .06 .801

오차 45418.91 101 449.69 　 　

개체내

시기
선형 439.72 1 439.72 1.47 .229

2차형 1854.91 1 1854.91 16.45 .000

집단*시기
선형 325.02 1 325.02 1.08 .300

2차형 3.44 1 3.44 .03 .862

오차
선형 30308.19 101 300.08 　 　

2차형 11387.89 101 112.75 　 　

<표 5-11> 학력에 따른 BPR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4) 혼인상태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12>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 및 집단과 시기

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개체내 대비검정 결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프의 패턴 중 선형은 유의하였으나 2차형

은 유의하지 않았다(F=.59, p=.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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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310224.45 1 310224.45 691.12 .000

집단 .56 1 .56 .00 .972

오차 44887.26 100 448.87 　 　

개체내

시기
선형 133.39 1 133.39 .47 .496

2차형 1453.00 1 1453.00 12.83 .001

집단*시기
선형 2046.56 1 2046.56 7.17 .009

2차형 66.51 1 66.51 .59 .445

오차
선형 28551.70 100 285.52 　 　

2차형 11322.91 100 113.23 　 　

<표 5-12> 혼인상태에 따른 BPR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그림 5-5>의 그래프를 보면 배우자가 없는 집단의 BPRS는 1～2차에

서 57.0에서 47.35로 감소했다가 2～3차에서 49.4로 약간 증가하는 양의 2

차곡선 변화양상을 나타내었다.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BPRS도 1～2차에서

48.0에서 45.4로 감소하였다가 2～3차에서 60.8로 크게 증가하는 양의 2차

곡선 변화양상을 나타냈다.

즉, 배우자가 없는 집단의 증상 평균은 개입에 따른 감소 경향을 나타내지

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감소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배우자

가 있는 집단의 증상 평균은 개입 전기의 감소폭에 비해 개입 후기에 큰 폭

으로 증가함으로써 개입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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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혼인상태에 따른 BPRS의 변화

5) 소득수준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13>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였고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른

BPRS 변화 추세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10).

10) 소득수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 따라 저소득 집단과 저소득이 아닌 집단으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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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656424.95 1 656424.95 1459.94 .000

집단 35.63 1 35.63 .08 .779

오차 45412.13 101 449.63 　 　

개체내

시기
선형 1627.97 1 1627.97 5.40 .022

2차형 1576.21 1 1576.21 14.24 .000

집단*시기
선형 188.85 1 188.85 .63 .430

2차형 214.36 1 214.36 1.94 .167

오차
선형 30444.37 101 301.43 　 　

2차형 11176.97 101 110.66 　 　

<표 5-13> 소득수준에 따른 BPR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이상의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정신과적 증상(BPRS) 검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

가 있었고 학력, 소득에 따른 증상 변화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

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1-1은 부분적으

로 지지되었다.

나. 의료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BPRS 변화추이

의료적 특성에 따른 BPRS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 주진단명, 초발

연령, 정신과 병원 입원경험, 최근 2년간 정신과병원 입원여부, 정신과 외

래진료 이용여부, 회당의료 이용수준, 약물복용여부의 7개 변수를 기준으로

BPRS 평균값의 변화 추세와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주진단명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14>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 및 집단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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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개체내 대비검정 결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프의 패턴 중 선형은 유의하였으나 2차형

은 유의하지 않았다(F=2.18, p=.143).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793779.42 1 793779.42 1773.29 .000

집단 237.15 1 237.15 .53 .468

오차 45210.61 101 447.63 　 　

개체내

시기
선형 1025.38 1 1025.38 3.48 .065

2차형 2833.41 1 2833.41 25.66 .000

집단*시기
선형 890.33 1 890.33 3.02 .085

2차형 240.63 1 240.63 2.18 .143

오차
선형 29742.88 101 294.48 　 　

2차형 11150.70 101 110.40 　 　

<표 5-14> 주진단명에 따른 BPR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그림 5-6>의 그래프를 보면 정신분열증 집단의 BPRS는 1～2차에서

55.4에서 47.6으로 감소하고 2～3차에서 47.8로 약간 증가하는 양의 2차곡

선 변화양상이 나타났다. 정신분열증이 아닌 집단의 BPRS는 1～2차에서

56.6에서 46.8로 감소하였다가 2～3차에서 55.1로 증가하는 양의 2차곡선

변화양상이 나타났다.

즉, 정신분열증 집단의 증상 평균은 개입에 따른 감소 경향을 나타내지

만 증상의 개선이 초기에 주로 일어난다. 반면 정신분열증이 아닌 집단의

증상평균은 개입 초기에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래의 증상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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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814538.46 1 814538.46 1818.80 .000

집단 215.57 1 215.57 .48 .489

오차 45232.20 101 447.84 　 　

개체내

시기
선형 1268.19 1 1268.19 4.37 .039

2차형 2822.34 1 2822.34 27.08 .000

집단*시기
선형 1332.73 1 1332.73 4.59 .034

2차형 862.94 1 862.94 8.28 .005

오차
선형 29300.48 101 290.10 　 　

2차형 10528.39 101 104.24 　 　

<표 5-15> 초발연령에 따른 BPR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그림 5-6> 주진단명에 따른 BPRS의 변화

2) 초발연령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15>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 및 집단과 시기

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개체내 대비검정 결과를 통

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프의 패턴이 선형과 2차형 모두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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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의 그래프를 보면 조기 발병 집단(초발연령 30세 미만)의

BPRS는 1～2차에서 56.6에서 48.7로 감소하고 2～3차에서 46.5로 감소하여

우하향하는 직선의 변화양상이 나타났다. 후기 발병 집단(초발연령 30세

이후)의 BPRS는 1～2차에서 55.6에서 45.6으로 감소하였다가 2～3차에서

55.7로 증가하는 양의 2차곡선 변화양상이 나타났다.

즉, 조기발병 집단의 증상 평균은 개입에 따른 감소 경향이 지속되는

반면 후기 발병 집단의 증상평균은 개입 초기에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래의 증상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5-7> 초발연령에 따른 BPRS의 변화

3) 정신과병원 입원경험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16>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 및 집단과 시기

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개체내 대비검정 결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프의 패턴 중 2차형은 유의하였으나 선형

은 유의하지 않았다(F=1.02, 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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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704543.14 1 704543.14 1589.77 .000

집단 687.30 1 687.30 1.55 .216

오차 44760.47 101 443.17 　 　

개체내

시기
선형 1762.59 1 1762.59 5.87 .017

2차형 2932.64 1 2932.64 26.76 .000

집단*시기
선형 305.51 1 305.51 1.02 .316

2차형 321.84 1 321.84 2.94 .090

오차
선형 30327.71 101 300.27 　 　

2차형 11069.49 101 109.60 　 　

<표 5-16> 정신과병원 입원경험 유무에 따른 BPR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그림 5-8>의 그래프를 보면 입원경험이 있는 집단의 BPRS는 1～2차

에서 53.9에서 47.2로 감소했다가 2～3차에서 50.2로 증가하는 양의 2차곡

선 변화양상을 나타내었다. 입원경험이 없는 집단의 BPRS도 1～2차에서

61.4에서 47.4로 감소하였다가 2～3차에서 52.3으로 증가하는 양의 2차곡선

변화양상을 나타냈다.

즉, 입원경험이 있는 집단과 입원 경험이 없는 집단 모두 증상이 감소하

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입원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입원경험이 없는 집단

의 증상의 감소폭과 변동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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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514659.44 1 514659.44 1144.17 .000

집단 17.07 1 17.07 .04 .846

오차 45430.70 101 449.81 　 　

개체내

시기
선형 2037.36 1 2037.36 6.85 .010

2차형 687.17 1 687.17 6.40 .013

집단*시기
선형 595.90 1 595.90 2.00 .160

2차형 548.86 1 548.86 5.11 .026

오차
선형 30037.31 101 297.40 　 　

2차형 10842.47 101 107.35 　 　

<표 5-17>최근 2년간정신과병원입원여부에따른 BPRS의 반복측정분산분석결과

<그림 5-8> 정신과병원 입원경험 유무에 따른 BPRS의 변화

4) 최근 2년간 정신과병원 입원여부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17>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 및 집단과 시기

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개체내 대비검정 결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프의 패턴이 2차형은 유의하였으나 선형

은 유의하지 않았다(F=2.00,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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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의 그래프를 보면 최근 2년간 정신과 입원 경험이 있는 집단

의 BPRS는 1～2차에서 58.1에서 51.6으로 감소하고 2～3차에서 45.9로 감

소하여 우하향하는 직선의 변화양상이 나타났다. 입원 경험이 없는 집단의

BPRS는 1～2차에서 55.6에서 46.2로 감소하였다가 2～3차에서 52.0으로 증

가하는 양의 2차곡선 변화양상이 나타났다.

즉, 최근 2년간 정신과병원 입원 경험이 있는 집단의 증상 평균은 개입

에 따른 감소 경향이 지속되는 반면 최근 2년간 정신과병원 입원 경험이

없는 집단의 증상평균은 개입에 따른 감소 경향을 나타내지만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그 감소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5-9> 최근 2년간 정신과병원 입원여부에 따른 BPRS의 변화

5)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여부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18>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 및 집단과 시기

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개체내 대비검정 결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프의 패턴이 선형은 유의하였으나 2차형

은 유의하지 않았다(F=.35, p=.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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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209094.06 1 209094.06 460.20 .000

집단 9.59 1 9.59 .02 .885

오차 45435.56 101 454.36 　 　

개체내

시기
선형 3163.14 1 3163.14 11.02 .001

2차형 435.10 1 435.10 3.86 .052

집단*시기
선형 1876.47 1 1876.47 6.54 .012

2차형 39.26 1 39.26 .35 .556

오차
선형 28709.44 101 287.09 　 　

2차형 11260.16 101 112.60 　 　

<표 5-18>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여부에 따른 BPR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그림 5-10>의 그래프를 보면 정신과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집단의

BPRS는 1～2차에서 55.3에서 47.0으로 감소하였다가 2～3차에서 51.7로 증

가하는 양의 2차곡선 변화양상이 나타났다. 정신과 외래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의 BPRS는 1～2차에서 67.0에서 49.7로 감소하고 2～3차에서

39.4로 감소하여 우하향하는 직선의 변화양상이 나타났다.

즉, 정신과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집단의 증상 평균은 개입에 따른 감소

경향을 나타내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감소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

이는 반면, 정신과 외래진료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은 개입에 따른 감소 경

향이 지속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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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785259.20 1 785259.20 1782.08 .000

집단 942.89 1 942.89 2.14 .147

오차 44504.88 101 440.64 　 　

개체내

시기
선형 1145.03 1 1145.03 3.84 .053

2차형 2356.21 1 2356.21 21.17 .000

집단*시기
선형 535.42 1 535.42 1.80 .183

2차형 147.45 1 147.45 1.32 .253

오차
선형 30097.80 101 298.00 　 　

2차형 11243.88 101 111.33 　 　

<표 5-19>외래진료시정신치료이용여부에 따른 BPRS의 반복측정분산분석결과

<그림 5-10>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여부에 따른 BPRS의 변화

6) 외래진료시 정신치료 이용여부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19>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였고, 집

단과 시기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외래진료시 정신치

료 이용여부에 따른 BPRS 변화 추세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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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약물복용여부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20>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 및 집단과 시기

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개체내 대비검정 결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프의 패턴이 선형은 유의하였으나 2차형

은 유의하지 않았다(F=.24, p=.623).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259028.20 1 259028.20 575.96 .000

집단 8.20 1 8.20 .02 .893

오차 44973.43 101 449.73 　 　

개체내

시기
선형 3736.90 1 3736.90 13.19 .000

2차형 649.06 1 649.06 5.83 .018

집단*시기
선형 2284.90 1 2284.90 8.06 .005

2차형 27.10 1 27.10 .24 .623

오차
선형 28334.03 101 283.34 　 　

2차형 11141.62 101 111.42 　 　

<표 5-20> 약물복용여부에 따른 BPR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그림 5-11>의 그래프를 보면 약물을 복용하는 집단의 BPRS는 1～2차

에서 55.4에서 47.2로 감소하였다가 2～3차에서 52.1로 증가하는 양의 2차

곡선 변화양상이 나타났다.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집단의 BPRS는 1～2차

에서 65.9에서 48.1로 감소하고 2～3차에서 39.0으로 감소하여 우하향하는

직선의 변화양상이 나타났다.

즉, 약물을 복용하는 집단의 증상 평균은 개입에 따른 감소 경향을 나타

내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감소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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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하는 집단은 개입에 따른 감소 경향이 지속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5-11> 약물복용여부에 따른 BPRS의 변화

이상의 이용자의 의료적 특성에 대한 정신과적 증상(BPRS) 검사 결과에

따르면 주진단명, 초발연령, 정신과병원 입원경험, 최근 2년간 정신과병원

입원여부,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여부, 약물복용여부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

의 변화에 차이가 있었고 외래진료시 정신치료 이용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의료적

특성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1-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다. 사회보장 특성에 따른 BPRS 변화추이

사회보장 특성에 따른 BPRS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 장애수당 변

수를 기준으로 BPRS 평균값의 변화 추세와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장애수당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21>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 및 집단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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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개체내 대비검정 결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프의 패턴이 2차형은 유의하였으나 선형

은 유의하지 않았다(F=.01, p=.906).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805971.53 1 805971.53 1792.75 .000

집단 40.81 1 40.81 .09 .764

오차 45406.96 101 449.57 　 　

개체내

시기
선형 1424.46 1 1424.46 4.70 .033

2차형 2339.77 1 2339.77 21.87 .000

집단*시기
선형 4.27 1 4.27 .01 .906

2차형 585.21 1 585.21 5.47 .021

오차
선형 30628.95 101 303.26 　 　

2차형 10806.12 101 106.99 　 　

<표 5-21> 장애수당 수급여부에 따른 BPR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그림 5-12>의 그래프를 보면 장애수당 수급 집단의 BPRS는 1～2차에

서 54.5에서 49.0으로 감소했다가 2～3차에서 49.5로 약간 증가하는 양의 2

차곡선 변화양상을 나타내었다. 장애수당 비수급 집단의 BPRS도 1～2차에

서 57.5에서 45.9로 감소하였다가 2～3차에서 51.9로 증가하는 양의 2차곡

선 변화양상을 나타냈다.

즉 장애수당 수급 집단과 비수급 집단의 증상 평균이 개입에 따라 1년간

감소하는 정도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장애수당 수급 집단에 비해 장애수

당 비수급 집단의 증상 변동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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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장애수당 수급여부에 따른 BPRS의 변화

이상의 이용자의 사회보장 특성에 대한 정신과적 증상(BPRS) 검사 결과

에 따르면 장애수당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사회보장 특성에 따라 정신과

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1-3은 지지되었다.

라. 사회적 지지에 따른 BPRS 변화추이

사회적 지지에 따른 BPRS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 가족 지지를

기준으로 BPRS 평균값의 변화 추세와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1) 가족 지지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22>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 및 집단과 시기

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개체내 대비검정 결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프의 패턴이 2차형은 유의하였으나 선형

은 유의하지 않았다(F=.58, p=.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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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816927.13 1 816927.13 1833.43 .000

집단 444.96 1 444.96 1.00 .320

오차 45002.81 101 445.57 　 　

개체내

시기
선형 1427.25 1 1427.25 4.73 .032

2차형 2706.05 1 2706.05 25.67 .000

집단*시기
선형 175.46 1 175.46 .58 .447

2차형 742.50 1 742.50 7.04 .009

오차
선형 30457.75 101 301.56 　 　

2차형 10648.83 101 105.43 　 　

<표 5-22> 가족 지지에 따른 BPR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그림 5-13>의 그래프를 보면 동거가족이 있는 집단의 BPRS는 1～2차

에서 54.8에서 48.2로 감소하고 2～3차에서 47.7로 감소하여 우하향하는 변

화양상이 나타났다. 동거가족이 없는 집단의 BPRS는 1～2차에서 57.5에서

46.3으로 감소하였다가 2～3차에서 54.1로 증가하는 양의 2차곡선 변화양상

이 나타났다.

즉, 동거가족이 있는 집단의 증상 평균은 개입에 따른 감소 경향이 지속

되는 반면 동거 가족이 없는 집단의 증상평균은 개입에 따른 감소경향을

나타내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감소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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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가족 지지에 따른 BPRS의 변화

이상의 이용자의 사회적 지지 특성에 대한 정신과적 증상(BPRS) 검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 지지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 지지 특성에 따

라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1-4는 지지

되었다.

마. 취업 특성에 따른 BPRS 변화추이

취업 특성에 따른 BPRS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 최근 1년간 취업

경험 유무, 현재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BPRS 평균값의 변화 추세와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최근 1년간 취업경험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23>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 및 집단과 시기

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개체내 대비검정 결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프의 패턴이 2차형은 유의하였으나 선형

은 유의하지 않았다(F=1.82,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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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522797.11 1 522797.11 1186.55 .000

집단 946.97 1 946.97 2.15 .146

오차 44500.80 101 440.60 　 　

개체내

시기
선형 1992.06 1 1992.06 6.69 .011

2차형 864.76 1 864.76 8.01 .006

집단*시기
선형 542.04 1 542.04 1.82 .180

2차형 483.87 1 483.87 4.48 .037

오차
선형 30091.17 101 297.93 　 　

2차형 10907.46 101 107.99 　 　

<표 5-23> 최근 1년간 취업경험 유무에 따른 BPR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그림 5-23>의 그래프를 보면 최근 1년간 취업 경험이 있는 집단의

BPRS는 1～2차에서 54.2에서 47.3으로 감소하고 2～3차에서 42.6으로 감소

하여 우하향하는 직선의 변화양상이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취업 경험이 없

는 집단의 BPRS는 1～2차에서 56.7에서 47.3으로 감소하였다가 2～3차에

서 53.0으로 증가하는 양의 2차곡선 변화양상이 나타났다.

즉, 최근 1년간 취업경험이 있는 집단의 증상 평균은 개입에 따른 감소

경향이 지속되는 반면 취업경험이 없는 집단의 증상평균은 개입에 따른 감

소경향을 나타내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감소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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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471168.87 1 471168.87 1059.464 .000

집단 530.65 1 530.65 1.193 .277

오차 44917.12 101 444.72 　 　

개체내

시기
선형 1751.51 1 1751.51 5.85 .017

2차형 760.67 1 760.67 6.97 .010

집단*시기
선형 375.77 1 375.77 1.25 .265

2차형 372.16 1 372.16 3.41 .068

오차
선형 30257.45 101 299.58 　 　

2차형 11019.17 101 109.10 　 　

<표 5-24> 현재 취업여부에 따른 BPR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그림 5-14> 최근 1년간 취업경험 유무에 따른 BPRS의 변화

(나) 현재 취업여부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24>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 및 집단과 시기

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개체내 대비검정 결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프의 패턴이 2차형은 유의하였으나 선형

은 유의하지 않았다(F=1.25,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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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의 그래프를 보면 현재 취업중인 집단의 BPRS는 1～2차에

서 54.6에서 47.8로 감소하고 2～3차에서 43.6으로 감소하여 우하향하는 직

선의 변화양상이 나타났다. 미취업 상태인 집단의 BPRS는 1～2차에서

56.5에서 47.2로 감소하였다가 2～3차에서 52.4로 증가하는 양의 2차곡선

변화양상이 나타났다.

즉, 현재 취업중인 집단의 증상 평균은 개입에 따른 감소 경향이 지속

되는 반면 미취업 상태인 집단의 증상평균은 개입에 따른 감소경향을 나타

내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감소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5-15> 현재 취업여부에 따른 BPRS의 변화

이상의 이용자의 취업 특성에 대한 정신과적 증상(BPRS) 검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취업경험 유무, 현재 취업여부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취업 특성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1-5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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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 적응

능력 변화

연구문제 2-2.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2-2-1>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1-2> 이용자의 의료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1-3> 이용자의 사회보장 특성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1-4> 이용자의 사회적 지지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1-5> 이용자의 취업 특성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반복측정분산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1차, 2차, 3

차 시점에 측정한 이용자들의 MCAS 점수를 이용자 특성에 따라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두 집단간에 개입과정에서 측정한 평균변화

추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평균값의 변화추이를 그래프와 함께 제

시하였다.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MCAS 변화추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MCAS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소득수준의 다섯 개 변수를 기준으로 MCAS 평균값

의 변화 추세와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성별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25>와 같다. 분석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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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였고,

집단과 시기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MCAS 변화 추세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1020832.19 1 1020832.19 4319.59 .000

집단 16.65 1 16.65 .07 .791

오차 23868.94 101 236.33 　 　

개체내

시기
선형 204.27 1 204.27 4.47 .037

2차형 339.68 1 339.68 10.88 .001

집단*시기
선형 14.14 1 14.14 .31 .579

2차형 30.86 1 30.86 .99 .323

오차
선형 4612.84 101 45.67 　 　

2차형 3154.22 101 31.23 　 　

<표 5-25> 성별에 따른 MCA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2) 연령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26>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 및 집단과 시기

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개체내 대비검정 결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프의 패턴이 선형은 유의하였으나 2차형

은 유의하지 않았다(F=.02, p=.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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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829520.98 1 829520.98 3507.99 .000

집단 2.53 1 2.53 .01 .918

오차 23883.06 101 236.47 　 　

개체내

시기
선형 415.13 1 415.13 9.65 .002

2차형 257.03 1 257.03 8.15 .005

집단*시기
선형 282.18 1 282.18 6.56 .012

2차형 .55 1 .55 .02 .896

오차
선형 4344.80 101 43.02 　 　

2차형 3184.53 101 31.53 　 　

<표 5-26> 연령에 따른 MCA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그림 5-16>의 그래프를 보면 40세 미만 저연령 집단의 MCAS는 1～2

차에서 54.1에서 59.0으로 증가하고 2～3차에서 59.9로 증가하는 우상향하

는 변화양상을 나타내었다. 40세 이상 고연령 집단의 MCAS는 1～2차에서

56.5에서 59.0으로 증가하였다가 2～3차에서 57.0으로 감소하는 음의 2차곡

선 변화양상을 나타냈다.

즉, 저연령 집단의 적응 평균은 개입에 따른 증가 경향이 지속되는 반면,

고연령 집단의 적응 평균은 개입에 따른 증가 경향을 나타내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증가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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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연령에 따른 MCAS의 변화

3) 학력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27>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였고,

집단과 시기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MCAS 변화 추세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665955.66 1 665955.66 2880.59 .000

집단 535.64 1 535.64 2.32 .131

오차 23349.95 101 231.19 　 　

개체내

시기
선형 223.60 1 223.60 4.91 .029

2차형 189.02 1 189.02 6.00 .016

집단*시기
선형 28.81 1 28.81 .63 .428

2차형 4.07 1 4.07 .13 .720

오차
선형 4598.17 101 45.53 　 　

2차형 3181.01 101 31.50 　 　

<표 5-27> 학력에 따른 MCA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 80 -

4) 혼인상태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28>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 및 집단과 시기

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개체내 대비검정 결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프의 패턴 중 선형은 유의하였으나 2차형

은 유의하지 않았다(F=2.60, p=.110).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395317.08 1 395317.08 1661.57 .000

집단 21.31 1 21.31 .09 .765

오차 23791.84 100 237.92 　 　

개체내

시기
선형 337.28 1 337.28 7.52 .007

2차형 16.87 1 16.87 .54 .463

집단*시기
선형 140.22 1 140.22 3.13 .080

2차형 80.83 1 80.83 2.60 .110

오차
선형 4482.16 100 44.82 　 　

2차형 3103.10 100 31.03 　 　

<표 5-28> 혼인상태에 따른 MCA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그림 5-17>의 그래프를 보면 배우자 있는 집단의 MCAS는 1～2차에서

55.3에서 57.7로 증가하고 2～3차에서 62.1로 증가하여 우상향하는 직선의

변화양상을 나타냈다. 배우자가 없는 집단의 MCAS는 1～2차에서 55.9에

서 59.2로 증가하였다가 2～3차에서 57.4로 감소하는 음의 2차곡선 변화양

상을 나타냈다.

즉,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적응 평균은 개입에 따른 증가 경향이 지속되

는 반면 배우자가 없는 집단의 적응 평균은 개입에 따른 증가 경향을 나타

내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증가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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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혼인상태에 따른 MCAS의 변화

5) 소득수준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29>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였고,

집단과 시기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

른 MCAS 변화 추세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11).

11) 소득수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 따라 저소득 집단과 저소득이 아닌 집단으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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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827911.18 1 827911.18 3500.84 .000

집단 .19 1 .19 .00 .978

오차 23885.40 101 236.49 　 　

개체내

시기
선형 257.39 1 257.39 5.68 .019

2차형 326.31 1 326.31 10.40 .002

집단*시기
선형 47.39 1 47.39 1.05 .309

2차형 15.30 1 15.30 .49 .487

오차
선형 4579.59 101 45.34 　 　

2차형 3169.77 101 31.38 　 　

<표 5-29> 소득수준에 따른 MCA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이상의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사회적 적응능력(MCAS) 검

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

가 있었고 성별, 학력, 소득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적응

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2-1은 부분적으로 지지

되었다.

나. 의료적 특성에 따른 MCAS 변화추이

의료적 특성에 따른 MCAS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 주진단명, 초

발연령, 정신과 병원 입원경험, 최근 2년간 정신과병원 입원경험, 정신과

외래의료 이용여부, 외래진료시 정신치료 이용여부, 약물복용여부의 7개 변

수를 기준으로 MCAS 평균값의 변화 추세와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주진단명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30>과 같다. 분석결과에



- 83 -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 및 집단과 시기

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개체내 대비검정 결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프의 패턴이 2차형은 유의하였으나 선형

은 유의하지 않았다(F=.70, p=.405).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984733.87 1 984733.87 4185.64 .000

집단 123.85 1 123.85 .53 .470

오차 23761.74 101 235.26 　 　

개체내

시기
선형 174.29 1 174.29 3.83 .053

2차형 391.37 1 391.37 12.84 .001

집단*시기
선형 31.87 1 31.87 .70 .405

2차형 107.54 1 107.54 3.53 .063

오차
선형 4595.11 101 45.50 　 　

2차형 3077.53 101 30.47 　 　

<표 5-30> 주진단명에 따른 MCA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그림 5-18>의 그래프를 보면 정신분열증 집단의 MCAS는 1～2차에서

56.4에서 58.9로 증가하고 2～3차에서 59.0으로 증가하여 우상향하는 변화

양상을 나타내었다. 정신분열증이 아닌 집단의 MCAS는 1～2차에서 55.0

에서 59.3으로 증가하였다가 2～3차에서 56.1로 감소하는 음의 2차곡선 변

화양상을 나타냈다.

즉, 정신분열증 집단의 적응 평균은 개입에 따른 증가 경향이 지속되는

반면, 정신분열증이 집단의 적응 평균은 개입에 따른 증가 경향을 나타내

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증가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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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1020385.68 1 1020385.68 4335.48 .000

집단 114.53 1 114.53 .49 .487

오차 23771.06 101 235.36 　 　

개체내

시기
선형 203.34 1 203.34 4.45 .037

2차형 314.78 1 314.78 10.09 .002

집단*시기
선형 8.55 1 8.55 .19 .666

2차형 34.31 1 34.31 1.10 .297

오차
선형 4618.43 101 45.73 　 　

2차형 3150.77 101 31.20 　 　

<표 5-31> 초발연령에 따른 MCA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그림 5-18> 주진단명에 따른 MCAS의 변화

2) 초발연령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31>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였고,

집단과 시기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초발연령에 따

른 MCAS 변화 추세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12)

12) 초발연령은 30세 미만을 조기발병으로 30세 이후를 후기발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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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과병원 입원경험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32>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였고,

집단과 시기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신과병원 입

원경험 유무에 따른 MCAS 변화 추세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850142.74 1 850142.74 3630.64 .000

집단 235.63 1 235.63 1.01 .318

오차 23649.96 101 234.16 　 　

개체내

시기
선형 90.43 1 90.43 2.01 .159

2차형 316.67 1 316.67 10.07 .002

집단*시기
선형 90.43 1 90.43 2.01 .159

2차형 7.86 1 7.86 .25 .618

오차
선형 4536.56 101 44.92 　 　

2차형 3177.22 101 31.46 　 　

<표 5-32> 정신과병원 입원경험 유무에 따른 MCA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4) 최근 2년간 정신과병원 입원여부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33>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였고,

집단과 시기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 2년간 정

신과병원 입원여부에 따른 MCAS 변화 추세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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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634866.20 1 634866.20 2688.52 .000

집단 35.45 1 35.45 .15 .699

오차 23850.15 101 236.14 　 　

개체내

시기
선형 199.28 1 199.28 4.37 .039

2차형 209.12 1 209.12 6.63 .011

집단*시기
선형 18.79 1 18.79 .41 .522

2차형 .02 1 .02 .00 .982

오차
선형 4608.19 101 45.63 　 　

2차형 3185.06 101 31.54 　 　

<표 5-33>최근 2년간정신과병원입원여부에따른MCAS의 반복측정분산분석결과

5)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여부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34>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외래진료 이용 집단과 비이용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기의 주효과

및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개체

내 대비검정 결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프의 패턴이 2차형은

유의하였으나 선형은 유의하지 않았다(F=1.39,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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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231616.01 1 231616.01 1026.34 .000

집단 1096.58 1 1096.58 4.86 .030

오차 22567.21 100 225.67 　 　

개체내

시기
선형 .05 1 .05 .00 .974

2차형 436.34 1 436.34 14.60 .000

집단*시기
선형 63.28 1 63.28 1.39 .241

2차형 178.53 1 178.53 5.97 .016

오차
선형 4545.64 100 45.46 　 　

2차형 2988.38 100 29.88 　 　

<표 5-34>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여부에 따른 MCA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그림 5-19>의 그래프를 보면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집단의 MCAS는

1～2차에서 56.4에서 59.4로 증가했다가 2～3차에서 58.7로 약간 감소하는

음의 2차곡선 변화양상을 나타내었다. 정신과 외래진료를 비이용 집단의

MCAS도 1～2차에서 49.0에서 56.1로 증가하였다가 2～3차에서 46.9로 감

소하는 음의 2차곡선 변화양상을 나타냈다.

즉,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집단의 적응 평균은 개입에 따른 증가 경향을

나타내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증가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정신과 외래진료 비이용 집단의 적응 평균은 개입 초기에 적응의 증

가가 나타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적응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개입

시점보다 적응도가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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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여부에 따른 MCAS의 변화

6) 외래진료시 정신치료 이용여부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35>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외래진료시 정신치료 이용 집단

과 비이용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기

의 주효과 및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

과를 개체내 대비검정 결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프의 패턴

이 선형과 2차형 모두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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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1009990.94 1 1009990.94 4630.00 .000

집단 1853.39 1 1853.39 8.50 .004

오차 22032.21 101 218.14 　 　

개체내

시기
선형 265.77 1 265.77 5.99 .016

2차형 256.80 1 256.80 8.50 .004

집단*시기
선형 148.20 1 148.20 3.34 .070

2차형 133.60 1 133.60 4.42 .038

오차
선형 4478.78 101 44.34 　 　

2차형 3051.48 101 30.21 　 　

<표 5-35> 외래진료시 정신치료 이용여부에 따른 MCA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그림 5-20>의 그래프를 보면 외래진료시 정신치료 이용 집단의 MCAS

는 1～2차에서 58.3에서 60.8로 증가했다가 2～3차에서 62.3으로 증가하여

우상향하는 직선의 변화양상을 나타내었다. 정신과 외래진료시 정신치료

비이용 집단의 MCAS는 1～2차에서 54.1에서 57.7로 증가하였다가 2～3차

에서 54.7로 감소하는 음의 2차곡선 변화양상을 나타냈다.

즉, 정신과 외래진료시 정신치료 이용 집단의 적응 평균은 개입에 따른

증가 경향이 지속되는 반면 정신과 외래진료시 정신치료 비이용 집단의 적

응 평균은 개입 초기에 적응의 증가가 나타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증가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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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외래진료시 정신치료 이용여부에 따른 MCAS의 변화

7) 약물복용여부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36>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정신과 약물 복용 집단과 비복

용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기의 주효

과 및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개

체내 대비검정 결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프의 패턴이 2차형

은 유의하였으나 선형은 유의하지 않았다(F=.00, p=.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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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296025.82 1 296025.82 1309.42 .000

집단 1008.04 1 1008.04 4.46 .037

오차 22607.40 100 226.07 　 　

개체내

시기
선형 80.92 1 80.92 1.77 .186

2차형 363.58 1 363.58 11.86 .001

집단*시기
선형 .21 1 .21 .00 .946

2차형 117.04 1 117.04 3.82 .053

오차
선형 4565.46 100 45.65 　 　

2차형 3064.46 100 30.64 　 　

<표 5-36> 약물복용여부에 따른 MCA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그림 5-21>의 그래프를 보면 약물 복용 집단의 MCAS는 1～2차에서

56.4에서 59.2로 증가했다가 2～3차에서 58.5로 약간 감소하는 음의 2차곡

선 변화양상을 나타내었다. 약물 비복용 집단의 MCAS도 1～2차에서 48.3

에서 55.9로 증가하였다가 2～3차에서 50.7로 감소하는 음의 2차곡선 변화

양상을 나타냈다.

즉 약물 복용 집단과 비복용 집단 모두 개입 초기에 적응의 증가가 나타

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증가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약물

비복용 집단의 적응수준 변동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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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약물복용여부에 따른 MCAS의 변화

이상의 이용자의 의료적 특성에 대한 사회적 적응능력(MCAS) 검사 결

과에 따르면 진단명,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여부, 외래진료시 정신치료 이용

여부, 약물복용여부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었고 초발

연령, 정신과병원 입원경험, 최근 2년간 정신과병원 입원여부에 따른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의

료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

설 2-2-2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다. 사회보장 특성에 따른 MCAS 변화추이

사회보장 특성에 따른 MCAS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 장애수당 수

급여부를 기준으로 MCAS 평균값의 변화 추세와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장애수당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37>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였고,

집단과 시기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애수당 수급

여부에 따른 MCAS 변화 추세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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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1014262.10 1 1014262.10 4309.31 .000

집단 113.70 1 113.70 .48 .489

오차 23771.89 101 235.37 　 　

개체내

시기
선형 183.40 1 183.40 4.06 .047

2차형 324.05 1 324.05 10.28 .002

집단*시기
선형 65.83 1 65.83 1.46 .230

2차형 .51 1 .51 .02 .899

오차
선형 4561.15 101 45.16 　 　

2차형 3184.56 101 31.53 　 　

<표 5-37> 장애수당 수급여부에 따른 MCA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이상의 이용자의 사회보장 특성에 대한 사회적 적응능력(MCAS) 검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수당 수급여부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

가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사회보장 특

성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2-3은 기각되었다.

라. 사회적 지지에 따른 MCAS 변화추이

사회적 지지에 따른 MCAS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 가족 지지를

기준으로 MCAS 평균값의 변화 추세와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1) 가족 지지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38>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 및 집단과 시기

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개체내 대비검정 결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프의 패턴이 선형은 유의하였으나 2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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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의하지 않았다(F=.62, p=.434).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1022531.64 1 1022531.64 4326.89 .000

집단 17.26 1 17.26 .07 .788

오차 23868.34 101 236.32 　 　

개체내

시기
선형 195.40 1 195.40 4.56 .035

2차형 334.98 1 334.98 10.69 .001

집단*시기
선형 303.51 1 303.51 7.09 .009

2차형 19.30 1 19.30 .62 .434

오차
선형 4323.47 101 42.81 　 　

2차형 3165.78 101 31.34 　 　

<표 5-38> 가족 지지에 따른 MCA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그림 5-22>의 그래프를 보면 동거가족이 있는 집단의 MCAS는 1～2차

에서 55.0에서 58.9로 증가했다가 59.4로 증가하여 우상향하는 변화양상이

나타났다. 반면 동거가족이 없는 집단의 MCAS는 1～2차에서 56.6에서

59.1로 증가하였다가 2～3차에서 56.2로 감소하는 음의 2차곡선 변화양상을

나타냈다.

즉 동거가족이 있는 집단의 적응 평균은 개입에 따른 증가 경향이 지속

되는 반면 동거가족이 없는 집단의 적응평균은 개입 초기에 적응의 증가가

나타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적응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개입시점

보다 적응도가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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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가족 지지에 따른 MCAS의 변화

이상의 이용자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사회적 적응능력(MCAS) 검사 결

과에 따르면 가족 지지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 지지에 따라 사

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2-4는 지지되

었다.

마. 취업 특성에 따른 MCAS 변화추이

취업 특성에 따른 MCAS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 최근 1년간 취

업경험 여부, 현재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MCAS 평균값의 변화 추세와 집

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최근 1년간 취업경험 유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39>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최근 1년간 취업경험이 있는 집

단과 없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

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였고, 집단과 시기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

았다. 따라서 최근 1년간 취업경험 여부에 따른 MCAS 변화 추세는 집단



- 96 -

간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735008.70 1 735008.70 3453.67 .000

집단 2390.78 1 2390.78 11.23 .001

오차 21494.81 101 212.82 　 　

개체내

시기
선형 285.64 1 285.64 6.34 .013

2차형 114.76 1 114.76 3.70 .057

집단*시기
선형 76.87 1 76.87 1.71 .194

2차형 53.53 1 53.53 1.73 .192

오차
선형 4550.11 101 45.05 　 　

2차형 3131.55 101 31.01 　 　

<표 5-39> 최근 1년간 취업경험 유무에 따른 MCA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2) 현재 취업여부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40>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였고,

집단과 시기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 현재 취

업여부에 따른 MCAS 변화 추세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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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체간

절편 661885.23 1 661885.23 3064.47 .000

집단 2070.94 1 2070.94 9.59 .003

오차 21814.65 101 215.99 　 　

개체내

시기
선형 247.57 1 247.57 5.46 .021

2차형 104.41 1 104.41 3.35 .070

집단*시기
선형 50.68 1 50.68 1.12 .293

2차형 37.92 1 37.92 1.22 .273

오차
선형 4576.30 101 45.31 　 　

2차형 3147.15 101 31.16 　 　

<표 5-40> 현재 취업여부에 따른 MCAS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이상의 이용자의 취업 특성에 대한 사회적 적응능력(MCAS) 검사 결과

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취업경험 유무, 현재 취업여부에 따라 사회적 적응

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

용자의 취업 특성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2-5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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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결과요약

정신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재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지지체계, 그

중에서도 사례관리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지역사회 서비스가 존재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워 자칫하면 서비스와 서비스 사이에서 방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정신장애의 특성상, 사례관리서비스를 통해 이들이 필요

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 연계해줄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

서비스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탈락하여 입퇴원을 반복

하며 증상이 악화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적 방법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의해 사례관리서비스가 시행

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인

력 및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인력 1인당 사례부담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인데(1:70～1:340),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례관리서

비스가 실질적 성과를 갖기 위해서는 사례부담이 1:20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2007년부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

을 지원하기 위한 ‘정신건강 토털케어’ 사업이 지역사회투자형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는 사례부담

을 1:20으로 제한함으로서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례관리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정신건강 토털케

어서비스가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사례관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당 사업 및 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

을 지원하기 위한 집중 사례관리 서비스인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성

과에 대한 연구를 종단적 관점에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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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 목적(증상감소와 적응증진)에 따라 BPRS(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MCAS(Multnomah Community Ability Scale) 척도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정신과적 증상과 지역사회 적응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H정신건강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토털

케어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에서 2011～12년에 조사한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 평가’ 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기법으로는 가설 1의 검증을 위해 3개의 시점(기초선 시점, 6개월 경

과, 12개월 경과)에서 측정한 BPRS와 MCAS의 평균점수변화의 패턴을 그

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비스의 성과 변

화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가설 2, 3의 검

증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이용자 집단을 구분하여 반복측정분

산분석을 사용해 집단간 성과 변화 추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는 이용자의 재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BPRS와 MCAS 척도에서 기초선 시점과 6개월

후, 12개월 후의 측정값이 반복측정분산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경

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기간 중 정신과적 증상이 감소

하고 사회적 적응능력이 증가함으로서 긍정적인 재활성과가 나타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과의 폭이 감소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가 부분적

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정신과적 증상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증상의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료적 특성 중에

는 주진단명, 초발연령, 정신과 병원 입원경험, 최근 2년간 정신과병원 입

원여부,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여부, 약물복용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보장 특성(장애수당 수급여부)과 사회적 지지

(가족 지지) 및 취업 특성(최근 1년간 취업경험 유무, 현재 취업여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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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사

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용자

의 의료적 특성 중에는 진단명,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여부, 외래진료시 정

신치료 이용여부, 약물복용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사회보장 특성(장애수당 수급여부), 사회적 지지(가족 지지)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취업 특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2절 논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재활성과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시간에 따른 재활 성

과의 변화를 반복측정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신과적 증상과 사회

적 적응능력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선형변화가 나타났다. 즉, 이용

자들의 정신과적 증상이 감소하고 사회적 적응능력이 증가함으로서 정신건

강 토털케어서비스의 이용이 재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례관리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정신과적 증상을 감소시키

고 기능과 일상생활능력을 증가시키며, 재활에 긍정적 성과를 가져온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이정숙 김수진, 2002; 이기령 양수, 2006; 김유라, 2008; 오

명자, 2008; 김영희, 2012; Gorey et al., 1998; Ziguras & Stuart, 2000;

King, 200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선형변화와 함께 2차형변화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정신과적 증상과 지역사회 적응 모두 첫 측정 후 6개월 시점까지

가파르게 개선되지만 이후 6개월 동안은 그 개선정도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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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효과가 한계체감함으로서 서비스의 성과가 일정 시점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신장애인 대상 지역사회보건 프로그

램의 재활성과를 측정한 김이영 배성우(2008, 2009)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2.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재활성과 차이

가.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정신과적 증상의 차이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의 경우 전체 조사 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남성과 여성의 정

신과적 증상이 유사한 정도로 감소하였으나 조사기간 중 여성 이용자의 증

상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증상 변동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반기 6개월간은 남성보다 여성의 증상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질환의 경과가 양호하고 예후가 좋다는 선행연구(이

은정 우행원, 1996; 민성길 외, 2006)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후반기

6개월간은 여성의 증상이 대폭 상승함으로서 증상 개선의 정도가 남성과

비슷한 정도로 줄어들어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증상이 개선된 정도(집단별

BPRS 평균의 감소량)에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의 증상변동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여성 집단에서 정신과적

증상의 변동이 큰 진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선

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여성집단에서 우울증

이 많이 나타나는데 정동장애의 특성상 다른 진단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증상의 변동폭이 넓게 나타난다.13)

연령의 경우 40세 미만의 저연령군에서 증상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데 반해

40세 이상의 고연령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상의 개선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저연령군의 1년간 증상개선정도가 고연령군에 비해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보건서비스의 효율성이 감소

13) 응답자의 진단명과 성별을 교차분석해보면 남성 응답자 중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는

24%인 반면 여성응답자 중 우울증은 42%로 여성에서 우울증 진단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증 진단군의 증상변동추세를 살펴보면 여성집단의

변화추이와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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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성을 시사하는 선행연구(정인원 외, 2004)와 유사한 결과다.

학력과 정신질환의 예후는 선행연구(김영미 외, 1999; Kazadi, Moosa &

Jeenah, 2008)에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언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혼인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집단이 전반적인 증상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증상이 감소하다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다. 이는 배우자, 파트너가 있을수록 예후가 좋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반대되

는 것으로서 김홍곤 박민철 김재현(1996)은 결혼한 정신장애인은 결혼이라

는 고도의 생활과업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미혼자의

예후가 더 좋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소득수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는 저소득 집단이 수급을 받지

않는 일반집단보다 정신과적 증상의 감소 정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예후가 나

쁘다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Astrachan, 1974; Eaton, 1985; Balck

& Andreasen, 1994; WPA, 1995; 김홍곤 박민철 김재현, 1996에서 재인용).

2) 의료적 특성

주진단명의 경우 정신분열증인 집단에서 증상의 개선이 나타난 반면 정

신분열증이 아닌 집단은 증상이 전반기에 개선되었다가 후반기에 원래의

증상 수준으로 후퇴하는 회귀현상이 나타났다. 정신분열증은 질병으로 인

한 정신과적 증상과 기능저하가 발병 초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통해 심각한 증상을 우선 완화한 후 퇴원하여 지역사회 재활서

비스를 이용하며 생활하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다. 토털케어서비스는 정

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이용자에게 일상생활환경에서의 증상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입원치료 이후의 잔여증상을 효과적으로 감소하는데 유용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정동장애 집단에서 나타나는 증상의 변동은

일정한 기간 동안 우울, 고양된 기분 또는 두 가지 정서가 번갈아 나타나

는 것이 정동장애의 특성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14)

14) 정동장애의 변동성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증상 자체의 특성과 함께 계절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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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발연령을 29세 이전의 조기발병군과 30세 이후의 후기발병군으로 나누

어 살펴본 결과 후기 발병한 경우보다 조기 발병한 경우 증상이 지속적으

로 더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장애와 정동장애의 발병

연령이 낮을수록 예후가 나쁘다는 선행연구(민성길 외, 2006; Kennard,

1959; Bender, 1970; Goldfarb, 1974; Lehmann, 1980; 이창인 홍강의, 1983

에서 재인용)와 상반된 결과이다.

나경세 김용구(2007)는 발병연령을 나누는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병시점에 따른 예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

지만 본 연구의 예비분석과정에서 선행연구들에서 적용한 연령구분선을 모

두 적용하여 보았을 때도 발병연령이 높을수록 증상 개선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연령을 구분하는 기준에 의해 선행연구와 반대되는 결

과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가 대부

분 치료적 관점에서 초발연령과 예후의 관계를 언급한 의학계의 연구결과

라는 점에서 초발연령과 사례관리의 서비스의 성과를 살펴본 본 연구에 적

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신과 병원 입원경험의 경우 입원을 경험한 집단과 입원을 경험하지 않

은 집단은 전체 기간 동안 증상의 변동폭에서 차이를 보였다. 입원을 경험

하지 않은 집단의 정신과적 증상이 크게 개선되어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

고, 입원경험집단의 증상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입원경험이 있는 사

람들은 발병 후 입원환경에서 집중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증상이 안정되

었을 때 퇴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입원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입원치료로 대표되는 집중적인 치료를 통한 증

상 안정화 단계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입원치료 비경험군에 비해 초기 증

상수준은 높지만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시 정신과적 증상의 개선 정도가 큰

성과 삽화간 간격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절적 요인은 정신장애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정동장애의 발병이 계절적 요인과 관련된 경우 겨울

에 발생하여 봄부터 여름까지 호전되었다가 겨울에 다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

고 정동장애가 치료를 통해 호전되더라도 재발시 다음 삽화가 발생하기까지의 간격이

보통 6개월 전후로 나타난다(민성길 외, 2006).

본 연구의 첫 번째 측정이 3월에 시행되었고, 6개월 간격으로 후속조사가 시행되었다

는 점을 고려해보면 정동장애 진 단군에서 증상의 계절적, 시간적 변화양상과 검사시기

의 상호작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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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2년간 정신과병원 입원여부의 경우 최근 2년간 입원경험이 있는 집

단은 토털케어서비스 이용기간동안 정신과적 증상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데 반해 최근 2년간 입원경험이 없는 이용자들은 증상의 감소에서 변

동이 있고 전체적인 감소폭도 더 작았다.15) 이는 토털케어서비스가 근래에

입원과 퇴원을 경험한 환자들의 퇴원후 정신질환 관리와 증상감소에 효과

적인 서비스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의료 및 약물의 이용상태를 살펴보면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는 집단

보다 받지 않는 집단의 증상개선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정신과 진료시

약물처방 이외의 추가적인 면담을 뜻하는 외래진료시 정신치료 이용여부는

증상의 변화추세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약물복용의

경우에도 약물을 복용하는 집단의 증상수준은 일정하게 유지된 반면 약물

을 복용하지 않는 집단의 증상수준이 크게 감소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지역사회재활의 필수 요건으로 제시한 선행연구(홍진표 김창윤, 1999; 김이

영 배성우, 2009)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10명 내외의 소수의 이

용자들에게서 나타난 예외적인 결과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이용자들의

증상감소에 정신의료서비스 이외의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사회보장 특성

장애수당을 수급하는 집단과 수급하지 않는 집단의 1년간 정신과적 증상

의 감소폭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수당을 수급하지 않는 집단에

서는 증상수준의 변동이 심하여 측정시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장애수당과 정신과적 증상간의 관계를 연구한 직접적인 선

행연구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장애수당이 급여 수급자에게 심리

적 안정을 제공하는 반면(Concern, 2008) 비수급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박

탈을 경험하게 한다는 연구(Large, 1991; Cattell, 2001; Huxley &

15) 이러한 경향 차이는 최근 2년 내 입원 비경험자 중에서 입원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자

를 제외함으로서 입원경험 환자 중 최근 2년 내 입원/퇴원 경험자와 비경험자로 나누어

살펴볼 경우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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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rnicroft, 2003에서 재인용)가 있다.

하지만 장애수당 수급여부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이 토털케어 이용자의

정신과적 증상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현정(2005)의 연구

에 따르면 정신장애는 더 이상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장애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정신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수당을 수급하

는 집단은 장애등록을 하지 않고 장애수당 또한 수급하지 않는 집단에 비

해 증상변동폭이 작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예비적 조사

결과이므로 장애수당 수급과 정신장애인의 재활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가족 지지에 한정하여 동거가족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보다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 증상의 개선폭이

더 크고, 지속적인 개선 추이를 보였다. 반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증

상의 개선폭이 작고, 증상이 개선되었다가 다시 악화되는 추세 변동이 심하

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이 정신장애인의 주요 지지원으로서 가족이 있는 경

우 예후가 좋으며, 독신인 경우 예후가 좋지 않다는 선행연구 결과(민성길

외, 2006; 이근영, 1993; 김소형 외, 2005에서 재인용)와 부합하는 결과다.

5) 취업 특성

최근 1년간 취업경험이 있는 집단과 취업경험이 없는 집단을 나누어 살

펴본 결과 서비스 이용 초기에는 증상 개선이 유사한 정도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 이용 후기에는 상반된 변화를 보였다. 취업경험이 있는 집단은 증

상이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인 반면 없는 집단은 증상 수준이 다시 증가

함으로써 전반적인 증상 개선 추세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현

재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는

데, 이는 직업이 정신질환의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민성길, 2006)

치료적 효과를 제공하며(김상희, 2006) 취업이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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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환경적 자극으로 작용하여(이금진, 2007; 이서현, 2011) 정신병적 증상

의 감소를 가져온다(Liberman, 1988)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나.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적응능력의 차이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에 따라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으로 나누어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

를 살펴보았으나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

성의 치료반응, 예후, 경과가 좋다는 선행연구(이은정 우행원, 1996; 민성길,

2006; Young & Meltzer, 1980; Lewis, 1992; Goldstein & Link, 1988; 김영

미 외, 1999에서 재인용)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는

증상의 개선을 바탕으로 한 사회 적응능력을 종속변수로 살펴보았으나 앞

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은 의료적 측면의 성과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연령을 40세를 기준으로 저연령군과 고연령군으로 나누어 사회

적 적응능력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저연령군에서 사회 적응이 빠르게 향상

된 반면 고연령군에서는 적응 수준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에 따른 재활성과가 감소하는 경향

을 보고한 정인원 외(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학력을 고졸 미만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나누어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에서 사회적 적응능력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응능력이 더 양호하다는 선행연구(Wieselgren

& Lindstrom, 1996; 김영미 외, 1999에서 재인용)와는 다른 결과이다. 학력

이 높을수록 인지기능, 지식 및 기술이 풍부하여 사회적 적응능력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증상이 개인의 사회적

적응 및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노은선, 2000)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력이 사회적 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혼인상태에 따른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사회적 적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고, 서비스 전체 이용기간동안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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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있을수록 정신질환의 예후가 좋다는 선행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Offord & Cross, 1964; Gelder, 1989; Black & Andreasen,

1994; 김홍곤 박민철 김재현, 1996에서 재인용; Johnson & Nyman, 1984).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 집단과 비수급 집단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두 집단간의 사회적 적응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선행연구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예후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경향이 확인되지 않았다(Astrachan, 1974; Eaton,

1985; Balck & Andreasen, 1994; WPA, 1995; 김홍곤 박민철 김재현, 1996

에서 재인용).

2) 의료적 특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집단과 정신분열증 이외의 진단을 받은 집단의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추세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정신분열증 이외의 진

단군에서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 정신분열증 이외의

진단군의 대다수가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이용자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신분열증이 아닌 집단의 변동은 앞서 증상에 대한 논의 부분에서 언급한

예후의 변화폭이 큰 정동장애의 유동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초발연령에 따라 29세 이전에 발병한 조기발병군과 30세 이후에 발병한

후기발병군의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추세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조기에 발병한 정신질환의 예후가 부정적이라는 논의가 지배

적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신과병원 입원경험에 따라 입원 경험이 있는 이용자와 입원 경험이 없

는 이용자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추이에서 차이가 없었고

최근 2년간 입원경험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적응능력의 변화추이에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신과병원 입원경험여부와 최근 2년간 입원경험

여부가 정신과적 증상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사

회적 적응능력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입원치료가 정신과

적 증상의 안정에는 직접적 효과를 발휘하지만 사회적응 증진에는 직접적

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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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이용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외래진료 이용집단은 사회적

적응능력이 전반적인 향상을 보이며 변화폭이 크지 않아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낸다. 반면 외래진료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은 적응도의 변화가 급격하

게 나타나며 1년 후에 측정한 적응도가 개입시점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약물치료의 경우를 살펴보면 약물 복용집단과 비복용집단의 1년간 적응

도 평균의 개선폭이 유사하지만 측정시점에 따른 적응수준 변동폭은 비복

용집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래진료와 약물치료가 정신장애인

에게 나타나는 감정, 정신, 행동의 장애를 조절하여 치료적 효과가 있음을

주장한 선행연구와 부합하는 결과이다(민성길, 2006).

이와 함께 정신치료 이용여부에 따라 이용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

보면 정신치료를 이용하는 경우 적응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정신치료 비이용 집단은 적응도가 증가하였다가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증상의 안정과 재발방지에 있

어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선행연

구(홍진표 김창윤, 1999; 민성길 외, 200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해석상 유의해야 할 것은 외래진료 및 정신약물을 이용하는 집단과 이용

하지 않는 집단간에 사회적 적응능력의 체계적인 점수 차이가 확인된 것이

다. 이는 측정에 사용한 MCAS 척도에 약물 복용과 정신치료의 이용을 묻

는 문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오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

신의료서비스나 정신약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14번 및 15

번 문항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적응수준을 나타내

게 된다.

3) 사회보장 특성

장애수당을 수령하는 집단과 수령하지 않는 집단간의 사회적 적응능력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9 -

4) 사회적 지지

동거가족 유무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사회적 적응능력의 변화 추이를 살

펴본 결과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적응능력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

며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개입시점에 비해 적응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

다. 이는 정신장애인에게 가족에 의한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 및 정신질

환의 예후 등의 재활성과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양

동석 외, 2001; 민성길, 2006; 최숙희 남문희, 2011)와 일치하는 것이다. 동

거가족이 없는 집단의 적응도가 감소한 결과도 독신일 때 정신분열병의 예

후가 나쁘다는 선행연구(이정균 김용식, 2000)와 일치한다.

5) 취업 특성

최근 1년간 취업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사회적 적응 수준의 변

화 차이를 살펴보면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추세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취업여부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사회적 적

응수준의 변화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변화추세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3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사례관리모형에 따른 사례관

리서비스를 실행하고 효과를 측정한 해외연구는 많았던 반면 한국은 정신

보건서비스 환경의 제도적, 재정적, 인력적 측면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영역

에서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국내 사례관리 선행연구는 탐색적 차원에서 사례관리 모형을 개발하

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그 결과를 평가하거나 지역 내에 거주하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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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등록 관리를 위주로 하는 중개형 사례관리모델을 연구한 결과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집중사례관리 모형에서 제시하는 낮은 사례부담 기준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여 이용자

의 증상감소와 사회적 적응능력의 증가를 확인함으로서 집중사례관리서비

스의 성과를 입증해보였다.

둘째,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기존의 연구 중 대다

수가 6개월 미만의 간격을 두고 전후검사를 수행하여 개입의 성과를 측정

하는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재활성과

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신장애의 특성상 개입을 통한 변화

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

해서는 특정 시점의 전후검사보다는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1년의 개입기간동안 3회에 걸쳐 반복

측정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신과적 증상과 사회적응의 측

면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재활성과 변화 추이를 밝히고 사례관리서비스의

성과가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된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사례관리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재활성과의 변화추이를 통

해 정신장애의 과정과 결과의 이질성을 재확인하였다. 개인에 따라 재활의

과정, 성과, 경로는 다양하고 재활과정에서도 증상의 개선과 악화가 번갈아

일어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이용자들의 정신과적 증상이 감소하고 사회

적 적응능력이 증가하는 전반적인 추세 속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른 재활성

과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초발연령이 늦을수록 예후가 좋다는 선행연구와 달리 초발연령이 높을수

록 재활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의료서비스(외래진료, 정신약

물)을 이용하지 않는 집단에서 큰 폭의 증상개선이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

는 집단의 증상수준이 증가하는데도 사회적 적응능력이 증가함으로써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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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가 언제나 적응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었

다. 그리고 재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나이가 많고, 정신

분열증 이외의 진단인 경우, 발병시점이 늦은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외래진료를 이용하지 않거나 동거가족이 없

는 경우에는 적응도가 증가하지 않았다.

2. 실천적 함의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적 증상의 감소와 사회적 적응능력의 증가라

는 재활 성과가 모든 이용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자 특성에

따른 재활성과의 차이를 개인별 사례관리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개입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반영할 수 있다.

성별, 초발연령 등과 같이 변하지 않는 이용자 특성은 사례관리실천의

성과예측요인 및 개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의

료서비스 이용상태, 취업상태와 같이 변화할 경우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변화 가능한 이용자 특성은 개입의 목표로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재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중복적으로 가진 이용자가 있을 수 있

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상의 감소와 적응 증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용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사례관리자가

이용자의 재활성과 변동을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개입을 개별화할 수

있게 된다. 여성의 경우 정신과적 증상의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감안하여 사례관리자가 여성 이용자에게는 증상 및 약물 관리에 좀

더 비중을 둘 수 있다.

둘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례관리서비스의 재활성과가 변화한다는 것

이다. 본 연구가 진행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전반기에는 긍정적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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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성과가 확인된 반면 후반기에는 그 성과가 줄어드는 포물선형의 추세가

나타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사례관리서비스의 성과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경우 기존에 제공했던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이용자

들의 욕구에 따라 촉진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하는 의료서비스 유형에 따라 재활

성과에 차이가 있었다. 최근 2년 내에 입 퇴원한 이용자들에게서 정신과적

증상의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난 반면 외래진료 이용자들에게서는 사회적

적응능력의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다. 사례관리서비스의 성과를 입원예방

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사회유지율을 높여서 입원의 횟수와 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입원서비스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입원

치료는 약물조정, 급성기 증상 관리 등에서 외래진료에 비해 분명한 장점

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토털케어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상

황과 필요에 따라 입원서비스와 외래진료서비스 중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

례관리자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입원의료서비스와 외래진료서비

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간의 연계를 통한 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신재활의 성과 또한 향상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제한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수집된 연

구자료가 아니라 현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시행중인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실제 서비스 제공인력이 평가

한 실천과정의 현장 기록을 근거로 사업의 긍정적 성과를 입증함으로서 실

천의 책임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였다.

3.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수준의



- 113 -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서비스의 제공량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서비스 제공자로 기능하고 있는 정

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에서도 넓은 의미의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종사자들이 담당해야 할 사례관리서비스 서비스 제공 이외의 업무

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사례관리서비스의 양과 질

은 여전히 부족한 것 상황이다. 또한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는 시설

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

로 운영되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며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정신장애

인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시설기반 정신보

건서비스 체계에서 소외된 재가 정신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집중사례관리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례관리서비스의 평가는 이용자

의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

비스 이용에 따른 변화가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는 정신장애의 특성상 정

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과를 짧은 간격을 두고 시행되

는 사전사후검사나 서비스 이용 유지율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정신장

애인은 오랜 기간 지속적인 사례관리서비스를 필요로 하므로 사례관리서비

스의 평가 또한 제공기간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과평가 기준이 수립

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1.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2차적으로 분석

하였기 때문에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지는 못하였다는 연구설계상의 한계

를 갖는다. 이는 인과관계의 검증을 어렵게 하므로 사례관리서비스의 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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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측정한 본 연구의 내적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재활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기보다는 개인, 가족, 사

회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

집된 자료의 특성 및 분석방법론상의 제약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재활성

과를 하나의 특성만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후속연구에서

는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재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다변량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자료수집과정에서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토털케어서비스를 제공

하는 일부 기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대상

자가 전체 정신건강토털케어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

반화 가능성에 제약이 존재한다. 정신건강토털케어서비스는 지자체가 재량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상태 및 정책방향에 따라 신규 이용자 선정 및 계속 이용자 선정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기관에서 자료가 수집되었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재

활성과 측정을 실시한 A복지재단에 소속된 4개 서비스 제공기관 중 최종

시점의 자료가 확보된 2개 기관만을 분석에 포함하게 되었다.

넷째, 이용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비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 측면의 요인과 서비스 환경 요인을 반영하지

못했다.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라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부담, 사례관리자의 교육훈

련수준 등의 서비스 요소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기존 정신보

건서비스 자원이 상이하고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바우처 사업인 토

털케어서비스의 이용자 선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제공되는 서비

스는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다섯째, 자료수집과정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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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강 토털케어 이용자의 성과측정 자료는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측정

된 2차자료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기존에 측정된 자료에서 결측값 등의 문

제를 발견하더라도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기관 사정

으로 인해 특정 시점에서 체계적인 결측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자료수집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통계분

석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변수가 조사과정에서 수정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리고 평정자의 자격문제를 언급할 수 있는데 수련교육과정을 통해 척

도활용에 대한 충분한 선이해를 가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모든 사례를 측

정함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요원들은 주로 팀장급

으로서 그 수가 많지 않으며 본래의 사례관리업무로 인해 자료측정에 매진

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조사자료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양

호한 응답결과를 보였으나 전문요원이 아닌 일반사회복지사가 간단한 척도

활용교육을 받은 이후에 증상과 적응도를 측정하였다. 이로 인해 BPRS 척

도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최종 분석에서 제외된 지역도 있었다.

여섯째,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성과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각각 살펴보았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재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적용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정신장애 진단명에 따라 재활성과에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통제하지 못했다. 이용자가 경험하는 정신질환의 종류에 따라 정신장애의

과정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집중사례관리는 정신보건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개입방법 중

의 하나이다. 정신장애인 대상 사례관리영역에서도 증거기반실천이 발전하

고 있으나 여전히 측정 규명되지 않은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충분히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해의 소지도 있다. 다음의 요인들을 보완한

후속 연구를 통해 측정되지 못한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증거기반실천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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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효과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

해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 집단과 함께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집

단간의 성과 차이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정신건강 토털케어서

비스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비교하거나 또는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가 제

공하는 집중형 사례관리와 정신보건센터의 중개형 사례관리의 성과를 비교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시점 대비 12개월 시점의 재활성과가 감소

하는 2차형의 변화추세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연간 변화추이에서 2차형의

변화추세가 우세하게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의 효과가 측정기간인 1년 이후

에도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의문시된다고 할 수 있다. 만성정신질환자들

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면 개입의 효과가 유지되기보다는 현저하게 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속이용자에 대한 계속적인 관찰 측정

과 이용중지자에 대한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대전에 위치한 2개 기관에서만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가 전국단위로 시행되는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며, 지역에 따라 서비스의 성과에서 차이가 나타난

만큼 보다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 성과를 측정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 의 특성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공기관, 지역의 특성을 함께 조

사함으로서 이용자의 특성과 함께 서비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용자의 재활성과가 정신과적 증상과

사회적 적응능력이라는 두 개의 성과지표만으로 측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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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성과지표 이외에 정신장애인의 재활성과를 확

인하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 삶의 질, 생활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는 성과지표를 다양화하여 정신과적 증상 및 사회적 적응능력과 함께 조

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주제들에 대한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 소수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정신의료서비스(외래진료,

약물복용)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에서 증상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증상의 개선이 나타났

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 것인지, 실제로 증상이 개선된 것인지 해당 사

례에 대한 탐색적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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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차조사(2011년 전검사) 설문지16)

개별조사표   -

제공기관명 조 사 일 시      년        월      일

이 용 자 명 조 사 자 명

성 별  남    여 조 사 장 소  가정방문   기관내방   전화

연 령 만       세 ,  (            )년생 이 용 경 로
 아웃리치   의뢰(소개)   본인

 (의뢰기관                   )

사 회 보 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수당    

  노령연금 

학 력

  무학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의 료 보 장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 2종 

  국민건강보험

혼 인 상 태

  미혼       기혼    

  동거       이혼 또는 별거  

  사별       기타

동 거 형 태
  3대이상 대가족과 동거   부모형제와 동거    부모와 동거   형제 및 친지와 동거  

  배우자와 동거           독거               주거시설      기타

가 구 소 득
  월 100만원 미만         월 100-200만원 미만    월 200-300만원 미만

  월 300-400만원 미만    월 400-500만원 미만    월 500만원 이상

서비스이후

취 업 경 험

  없음

  있음  총 (        )개월    월수입 (        )만원  

주 진 단
  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기타(      )

최 초

정신의료기관

이 용 연 령

 만          세

서비스이후 

입 원 경 험
  없음       있음 (→옆으로) 

입원회수 및 

기 간

 총        회 

 총(       )개월

최근 2년간 정

신과입원경험
  없음       있음 (→옆으로)

최근2년간 입

원회수,기간

          회    

  (       )일

약 물 복 용   하지않음   복용함 (→옆으로) 일일복용횟수  하루       회

정신과외래

의 료

이 용 상 태

  이용 않음    주1회(→옆으로) 

  월2회(→옆)  월1회(→옆)

  기타 (           )회

회 당 의 료

이 용 수 준

  약처방만 받음 

  10분 이내 정신과치료

  10-30분 정신과치료

  30분 초과 정신과치료

서비스이용

시 작 시 기
 (        )년  (       )월부터 

  

16) BPRS와 MCAS 척도는 평가자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과 범주를 제시한 상세한

척도 활용 안내지와 함께 제공되었다. 안내지는 별도로 구분하여 부록4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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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BPRS) -24
Instructions : 

Circle the appropriate rating for each item following the specified clinical interview

1=absent, 2=minimal, 3=mild, 4=moderate, 5=moderate severe, 6=severe, 7=extreme

1 Somatic Concern

2 Anxiety

3 Depression

4 Suicidality

5 Guilt feeling

6 Hostility

7 Elevated mood

8 Grandiosity

9 Suspiciousness

10 Hallucination

11 Unusual thought content

12 Bizarre behavior

13 Self-neglect

14 Disorientation

15 Conceptual disorganization

16 Blunted affect

17 Emotional withdrawal

18 Motor retardation

19 Tension

20 Uncooperativenss

21 Excitement

22 Distractability

23 Motor hyperactivity

24 Mannerism and Posturing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Total BPRS score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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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명 조사일시

이 용 자 명
※ 이용자일련번호로 대체할 수 있음

조사자명

지역사회적응척도(MCAS)

Instructions : 

Circle the appropriate rating for each item following the specified clinical interview

1, 2, 3, 4, 5의 평가기준은 척도로 확인하십시오.

1 신체장애

2 지적기능

3 사고과정

4 기분이상

5 스트레스·불안에 대한 반응

6 재정관리능력

7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

8 질병에 대한 수용태도

9 사회적 수용성

10 사회적 관심

11 사회적 효과성

12 사회적 지지망

13 의미있는 활동

14 약물치료 순응도

15 치료자와의 협조

16 알코올/약물남용

17 충동조절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Total MCAS score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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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3차조사(2011년 후검사 및 2012년 전검사) 설문지17)

 개별조사표   -
제 공 기 관 명 조 사 일 시

이 용 자 명
※ 이용자일련번호로 대체할 수 있음

조 사 자 명

성 별  □ 남       □ 여 조 사 장 소 □ 가정방문  □ 기관내방  □ 전화

연 령   만       세 ,  (            )년생 이 용 경 로
□ 아웃리치  □ 의뢰(소개)  □ 본인

 (의뢰기관                   )

사 회 보 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수당    

 □ 노령연금 

학 력

 □ 무학      □ 초등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의 료 보 장

 □ 의료급여1종 

 □ 의료급여 2종 

 □ 국민건강보험

혼 인 상 태

 □ 미혼      □ 기혼    

 □ 동거      □ 이혼 또는 별거  

 □ 사별      □ 기타

동 거 형 태
 □ 3대이상 대가족과 동거  □ 부모형제와 동거   □ 부모와 동거  □ 형제 및 친지와 동거  

 □ 배우자와 동거      □ 독거    □ 주거시설      □ 기타

가 구 소 득
 □ 월 100만원 미만        □ 월 100-200만원 미만   □ 월 200-300만원 미만

 □ 월 300-400만원 미만   □ 월 400-500만원 미만    □ 월 500만원 이상

최근 1 년간

취 업 경 험

 □ 없음      

 □ 있음  총 (        )개월

현 재

취 업 상 태

 □ 미취업      

 □ 취업  월수입 (       )만원   

주 진 단
 □ 정신분열증 □ 조울증    

 □ 우울증     □ 기타(           )

최 초

정신의료기관

이 용 연 령

 만       세

정신과병원 입

원 경 험
 □ 없음      □ 있음 (→옆으로) 입원회수 및 기간  총       회    총(        )개월

최근 2년간 정

신과입원경험
 □ 없음      □ 있음 (→옆으로)

최근2년간 입

원 회 수 , 기 간

          회    

  (        )일

약 물 복 용  □ 하지않음  □ 복용함 (→옆으로) 일일복용횟수  하루       회

정 신 과 외 래

의 료

이 용 상 태

 □ 이용 않음   □ 주1회(→옆으로) 

 □ 월2회(→옆)  □ 월1회(→옆)

 □ 기타 (           )회

회 당 의 료

이 용 수 준

 □ 약처방만 받음 

 □ 10분 이내 정신과치료

 □ 10-30분 정신과치료

 □ 30분 초과 정신과치료

이 전 의

지 역 사 회

서 비 스

이용경험 및 기간

 □ 사회복귀시설(이용시설)  (      )년 (       )개월

 □ 사회복귀시설(주거시설)  (      )년 (       )개월

 □ 정신보건센터 주간재활   (      )년 (       )개월

 □ 정신보건센터 방문사례관리(월1회 이상)  (      )년 (       )개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년 (       )개월

 □ 기타 (                )  (      )년 (       )개월

현 재 

지 역 사 회

서 비 스

이 용 여 부

 □ 사회복귀시설(이용시설)  

 □ 사회복귀시설(주거시설) 

 □ 정신보건센터 주간재활  

 □ 정신보건센터 방문사례관리(월1회 이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기타 (                ) 

서 비 스 이 용

시 작 시 기
 (            )년  (      )월 부터 

17) 2 3차 조사에서는 수정된 개별조사표를 이용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BPRS와 MCAS 척

도는 1차 조사와 동일한 설문지를 활용하였기에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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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The Effects of Case Management Service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the Community on Rehabilitation Outcome

- Focusing on Mental Health Total Care Service -

Kim, Byoungsoo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ase management service is inevitable for the successful community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the mental illness. However, it was difficult for 

case management programs performed by the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 

center to provide services satisfying the demands of the users because the 

workload of case managers was too high. Accordingly, the mental health total 

care service, a case management service lowering the caseload of case 

manager and providing customized services to users, was introduc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habilitation performance 

of the mental health total care service based on psychosocial rehabilitation 

model from the dimension of psychiatric symptoms and social adaptation an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users affecting on the achievements based 

on the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model exploratively. Therefore, the research 

problems that this study set were; first, “Are there achievements of the mental 

health total care service?” and second “Is there difference in achievement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mental health total care service users?”

This study was performed on the responders who continuously used the 

service from the first measurement time to the third measurement time and 

answered the mental health total care service achievement survey in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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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health total care service providers under H Mental Health Welfare 

Foundation from March, 2011 to March, 2012. To analyze data, repeated 

measure ANOVA analysis on BPRS and MCAS were administered to identify 

cross-sectional changes of rehabilitation achievements and the difference 

according to demographical, medical, social security, social supports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Major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mental health total care service made positive 

effects on the rehabilitation achievements of the users. When looking into the 

trend of achievements change, although there was a decrease of psychiatric 

symptoms and an increase of social adaptation, the variable breadth was 

decreasing as time went by.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psychiatric symptom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users.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sex, age and 

marital status), medical characteristics (diagnosis, age of onset, experience in 

hospitalization in a mental hospital, hospitalization for the last two years, 

mental hospital outpatient status, and whether to take drugs), social security, 

social supports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were found to make effects on 

the changes in psychiatric symptoms.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social adapta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ervice users.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age 

and marital status), medical characteristics (diagnosis, mental hospital outpatient 

status, the level of medical service usage per time and whether to take drugs), 

social security and social supports made effects on the social adaptation.

As shown in the above study results, the positive effects of the mental 

health total care service were confirmed. Accordingly, the case management 

service should be expanded to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in a community 

and the achievement evaluation of the case management service for the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in a community should be performed in the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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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so that we can identify the change trend of users. Additionally, a case 

manager should consider the difference in rehabilitation achievement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users during the service provision and operate promotion 

programs to supplement the decrease of rehabilitation effects with time. 

Additionally, a mutual supplementary integration of the case management 

service and the psychiatric medical service is need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ed the effects of the case 

management service with low case workload through the mental health total 

care service, the social service project went in progress, in that it measured 

the rehabilitation achievements of case management service users in the 

dimension of cross-section, and in that the diversity of the process and the 

result of mental disorders was reconfirmed by identifying the difference in 

changes of rehabilitation achievements according to users’ characteristics. 

Nevertheless, there were limitations such that we could not set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utilizing secondary data, that we could not consider 

various variables influencing rehabilitation achievements, that it wa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 because of the selective sampling, and that we could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suppliers that could influence the achievements of 

the service.

Keywords: Case Management,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the Community, 

Rehabilitation Outcome, Mental Health Total Care, Repeated Measure 

ANOVA Analysis

Student Number: 2010-2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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