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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와 입소자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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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형 덕

정신요양시설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특유의 정신건강증진시

설로 지금까지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 부분이 있어서 유지의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지

만, 지금까지 요양시설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례나 국제 인권협약 및 정신보건정책

의 동향을 고려할 때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변화의 과정에는 당사자주의에 입

각, 시설의 운영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정신장애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정신요양시설 운영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또한 연구과정에

서 당사자인 입소자의 의사를 토대로 진행한 연구는 더욱 희귀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의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지이론과 귀인이

론을 바탕으로 (1)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이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2)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와 입소자 가족 간의 선호 차이와 (3) 입소

자와 입소자 가족에 따른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지난 2007년 정신요양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고찰하기 위해 실시한 

「정신요양시설의 장기발전 전략연구」에서의 정신요양시설 현황조사 결과자료를 이용

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1280명과 입소자의 가족 37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3범주의 명목변수인 종속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으며 Aiken & West의 방식

을 활용하여, 상호작용 효과 그래프를 그려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는 정신요양시설 운

영방식의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가 높을수록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대비 정신요양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 자연적 귀인이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의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신장애에 

대해 초자연적 귀인을 하는 경우에는 정신요양시설 대비 정신의료기관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소자와 입소자가족 집단의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의 선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입소자가족이 입소자

에 비해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 대비 정신요양시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스티그마와 입소자/입소자가족 상호작용항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입소자는 스티그마 수준에 따라 선호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입소자가족은 스티그마가 높을수록 정신의료기관 대비 정신요양

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료의 수집과정에서의 한계가 존재하는 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와 

가족의 운영방식 선호 의사결정의 근간을 정신장애 인식에 국한 시키고 있다는 점, 

종속변수로 제시한 세 가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선호의 의미가 모호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 정책적으로 소외받아 온 정신요양시

설과 입소자를 조명하였다는 점, 인지이론이 제시한 인지-선호(행동)의 관계를 정신요

양시설의 입소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에 대한 

입소자와 입소자가족의 선호차이를 검증하고 인지가 차별적으로 선호에 작용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는 이론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와 입소자가족의 스티그마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는 점, 입소자와 입소자에게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정신장애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는 실척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주요어: 정신요양시설, 정신장애 인식, 인지이론, 귀인이론, 당사자주의, 지역사회정신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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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정신장애는 진단마다 증상과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에 손

상을 미친다. 또한 정신장애는 질병 자체의 활발한 진행 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사

회적 기능의 붕괴를 포함한다(권진숙 외, 2014). 중증정신장애인은 질병의 후유증으

로 인해 상당수가 만성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이는 중증 정신장애인이 사회의 일

원으로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정신장애의 속성은 지속적

인 치료와 재활을 요하는데, 중증정신장애인의 인지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이를 

홀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가족이 일정 부분 보호를 분담하지만, 장기간의 

재활과 보호 역할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의 역

할이 요구된다. 이에 사회적으로 중증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가 구축되어 있다.

  현재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는 1995년에 지역사회정신보건을 기본 가치로 하

는 정신보건법1)이 제정된 이후 구축되었다.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기 전 한국의 정신 

보건서비스 전달체계는 1970년대 산업화로 인해 가족 지지체계를 잃은 정신장애인

을 지역사회와 격리하는 대규모 미인가 시설 수용시기(서동우, 2007)와 1980년대 국

가에 의한 대규모 정신병원 건립과 미인가시설의 양성화를 통한 수용·입원 중심의 

시기로 요약된다. 1980년대의 국가에 의한 정신병상확대 정책은 미인가시설의 비인

권적 처우를 개선하고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WHO 등 국제기구가 대규모 시설의 인권문제와 장기입원 문제

를 지적하고 정신보건전문가들의 지역사회정신보건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높아지면

서(권진숙 외, 2014) 지역사회정신보건을 가치로 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그에 맞

는 정신보건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왔다.

  하지만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지역사회정

신보건 전달체계가 온전히 정착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광역과 지역의 정신건강복

지센터가 설립되고 정신재활시설의 숫자가 대폭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정신보건 전

달체계 인프라의 양적인 증가가 있었지만2) 탈원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및 작동구

1) 2016년 5월 29일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 되었지만, 과거시점을 언급하는 부분이라 과거의 명칭

인 '정신보건법'을 사용하였다. 이후의 명칭 또한 시점에 따라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을 혼

용하고자 한다.

2) 2001년 기준으로 0개였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생겨났고 같은 기간 

66개였던 정신 재활시설은 336개로 509%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보건복지부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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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준비되지 못하여 입원병상의 증가와 장기입원 현상이 악화되는 한계가 있었다

(강상경, 2013). 

   특히, 정신요양시설은 현재 한국의 정신보건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가장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관이다.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 재원기간의 중간 

값은 3,931일로 정신의료기관의 17배가 넘는다. 10년 이상 입소자가 전체 입소자의 

52.3%를 차지하고 5~10년 미만 입소자도 19.1%에 달하는 등 5년 이상 초장기입원자

가 70%를 넘는 실정이다. 자연스레 시설 입소자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50대 이

상이 전체 입소자의 86.1%을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외, 2018). 또한 자의입원비

율이 17.1%로 정신의료기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은 정신

의료기관(4.2%)의 7배에 달하는 30.3%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외, 2018). 

김문근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은 폐쇄시설(54.2%)이 개방시설

(45.8%)의 형태보다 많았고, 퇴소사유가 자의(11.3%)보다 사망(19.5%)이 더 많은 충

격적인 결과도 있었다3). 장기 입원은 사회 적응력이 감소되는 수용화 증후군을 야

기하고(장홍석, 2009) 인간관계 흥미상실, 분노, 공격성, 인격의 황폐화 등 정신질환

의 만성화에 책임이 있어(Bloom, 1984) 올바른 재활방식이 될 수 없다. 또한 비자발

적인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김

문근, 2005), 폐쇄시설은 정신장애인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외부와 고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권문제를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정신요양시설은 현재 지역사회정신보건

의 이념과 동떨어져 있으며, 많은 비판의 소지를 갖고 있다.

  정신요양시설이 갖고 있는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기에, 정신요양시설의 개선이나 

운영의 변화에 논의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신요양시설 운영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는 전통적인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는 이미지(김성용, 2012), 탈시설화와 지역사회정신보건이 주요 관심사였던 학계의 

흐름(서동우, 2007), 그리고 지역사회정신보건 중심의 전달체계 속에서 불명확한 정

신요양시설의 정체성(최일섭 외, 2007)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연구는 탈시설화와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위한 법과 제도 개편,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정신요양시설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진행된 연구

는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방식과 기능전환에 대한 시설장들의 선호를 탐색적으로 진

행한 정영문(2002)의 연구, 시설장과 직원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선택한 시

설운영방식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박향경(1996)의 연구, 탈시설화와 정신보건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질적으로 탐구한 김문근 등(2016)의 연구

3) 퇴소 사유로 보호자-47.2%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심판위원-19.9%, 사망-19.5%, 자의-11.3%, 

전원-1.5%, 무단-0.5%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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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시설장, 전문가 등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영향력이 있는 존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장애인의 권리를 강조하여 

장애인을 능동적인 주체임을 천명한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2008)이 한국에서 

비준되고, 당사자 운동과 법적 권리 구현노력이 강화(권진숙 외, 2014)되고 있는 작

금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체이자 영

향력을 가져야 하는 주체인 입소자들의 의사가 확인된 바 없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

의 큰 한계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정신요양시설 운영 방식 선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들이 응답한 시설 운영방

식의 선호를 확인하고, 입소자들이 나타낸 선호의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

고자 한다. 인지이론에 따르면, 선호는 정서반응의 일종으로 인지적 표상의 결과이

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는 개인이 경험한 환경적 사건을 능동적으로 구성한 결과이

므로(권중돈·김동배, 2005), 특정 사안에 대한 인지는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긍정정

서나 부정정서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관련 이슈들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행동으

로 연결되어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요양시설 운영방식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이나 정신질환 등에 대해서 입소자들이 갖고 

있는 인지적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지적 특성인 스티그마 및 정신질환의 원인에 대한 인지적 

귀인과 정신요양시설 발전방향의 대안들인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또는 요양

시설 유지 등의 운영방식에 대한 선호와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입소자의 의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체는 입소자들

의 가족이다. 정신장애인의 가족은 정신장애인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보호제공자로서 정신장애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의

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가족은 정신장애인을 대신해 정신

장애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대리해왔으며, 정신요양시설의 

입·퇴소 결정도 그 중 하나로, 가족(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비율은 50%가 넘는 

상황이다.

  이처럼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지만 정신장애인과 가족이 온전히 같은 이해관계

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입소자가 퇴원을 해서 가족

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하더라도, 가족은 정신장애인과 함께 생활해 나

가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해 퇴원을 반대할 수 있다. 실제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의 경우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이나 입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18). 가족 내 정신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은 가족의 주요 스트레스원이고 가족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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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서미경, 2007). 특히 지역사회정신보건에 

따른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에 대한 연구(Awad et al., 2008)를 감안하면, 입

소자와 입소자가족을 다른 집단으로 상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입소자와 입소자가족 간의 시설 운영 방식 선호 차이를 실증

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정신장애에 대한 인지를 스티그마와 귀인(Causal 

Attribution)을 구성요소로 하여 해당 변수에 따른 시설운영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검

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귀인과 스티그마에 따른 시설운

영방식 선호의 차이가 입소자와 입소자가족 간에 차이가 있는지 조절효과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검증함으로써,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때 입소자와 

입소자 가족에게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한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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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목적

  정신요양시설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특유의 정신보건시설

로 지금까지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 부분이 있어서 유지의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지

만, 지금까지 요양시설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례나 국제 인권협약 및 정신보건정

책의 동향을 고려할 때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정신요양시설의 발전방향

을 고려함에 있어서 주요 당사자들인 입소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방식의 

선호 및 관련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시설 운영방식에 대한 선호가 정신장

애 스티그마나 정신장애에 대한 귀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입소자와 가족 간 시설 운영방식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스티

그마나 질환에 대한 원인에 대한 이해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입소자나 가족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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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건강복지법에 명기되어있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

설, 정신재활시설4)을 말한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중증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 목표를 지역사회 통합으로 삼고, 조기 집중 치료를 통한 만성화 방지와 중

증·만성 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인권 강화를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다(보건

복지부, 2018).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 전반을 기획·조정하고, 정신건강증

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과 지역 내 중증정신장애인의 전반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하

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

신질환자의 재활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정신의료기관은 의

료법에 따라 설치된 병원 또는 의원이며 입원을 통한 집중 치료 또는 지역사회 안

에서 외래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정신요양시설은 증상 정도가 심한 만성 정신장애

인의 요양과 보호를 담당하며,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또한 

운영하는 시설이다. 마지막으로,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서 퇴소한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

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로, 생활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주거시설, 낮 동안 

기관을 이용하며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간재활시설, 

직업기능의 회복 및 개발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이 있다(보

건복지부, 2018).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는 선호하는 정신요양시설의 운영 방식을 일곱 가지 시

설 중에서 응답하였다. 본 절에서는 일곱가지 시설을 세 가지 정신건강증진시설 분

류에 따라 나눠 서술하고 각 시설에 대한 선호가 갖는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하고

자 한다. 그럼으로써, 주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른 시설 선호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다음 <표 1>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현황과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4) 2016년 5월 29일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부개정되면서 명칭이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사회복귀시설)’에서 ‘정신재활시설’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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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현황과 특징

구분 기관수 주요기능 공통 목표 차이점

정신건강복지센터

243

(기초:227

광역:16)

-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 예방, 정신장애인 

발견·상담·정신재활훈련 및 사례관리

-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조정

중증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사례관리 

중심의 

조정기관

정신

의료기관

국·공

립
18

- 정신장애인 진료,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의학적 

접근,   

외래, 입원 

치료 병행
민간 1,431 - 정신장애인 진료

정신요양시설 59 - 만성 정신장애인 요양·보호

수용 

중심시설, 

변두리

지역 위치

정신재활시설 341
- 병원 또는 시설에서 치료·요양 후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 실시

지역사회 

근거한 

재활-주거

시설

  1. 정신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등5)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이며 시설의 유형에 따라 크게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로 나뉘고 재활훈련시

설은 다시 사회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로 나뉜다. 이들 시설의 활동은 시설의 유

형마다 차이가 있으나, 크게 사회재활활동과 직업재활활동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사회재활활동은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관리나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 등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직업재활활동은 작업능력

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작업능력 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실시하는 활동으로 작업 

훈련 뿐 아니라 취업 알선과 유지, 관리활동까지를 포함한다(권진숙 외, 2014).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일곱 가지 시설 중 “개방적 거주시설”, “이용

형 사회복귀시설”, “단기 그룹홈”이 정신재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 개방적 거

주시설은 생활시설로, 정신장애인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직업생활을 포함한 사

회생활을 영유하면서 완전한 독립 생활을 준비하는 시설이다. 이용형 사회복귀시설

은 현재 정신재활시설로 불리는 시설로, 낮 동안 정신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사회재활활동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마지막으로 단기 그룹

5)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7항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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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은 지역사회 적응이 힘든 정신장애인들이 적응을 돕는 생활교사와 함께 같이 생

활하는 단기 공동 거주 시설이다.

  한국에서 정신재활시설은 자연스레 탈시설화와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도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한국에서 정신재활시설이 처음 생긴 것은 1986년의 태화 샘솟는 

집으로, 1985년 강화지역 지역사회정신보건 시범사업이 진행된 다음 해에 만들어졌

다(이윤로, 2005). 1987년 정신장애인 대규모 수용시설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 사건

은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고(강상경, 2013) 

그 결과 1990년의 장애인 고용법과 1995년의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 고

용법은 장애인을 단순 보호·격리해야 하는 약자가 아니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보고 고용촉진, 직업재활 및 직업 

안정을 추구한다. 해당 법에 따라 용인정신병원에서 직업재활을 통한 지역사회정착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김규수, 2005). 정신보건법은 지역사회정신보건의 가치를 법

률에 명문화 하고 있고, 이후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입소 환자의 지역사회 전환 노

력과 함께 정신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신재활

시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듯, 정신재활시설이 수행해야하는 목표이자 정신재활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정신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이다. 탈시설화를 위시한 지역사회 정신보

건의 확대로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응 과정에서

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회복귀에 실패하여 재입원하는 

비율이 높다(김재순, 2011). 이는 정신장애의 만성화와 되풀이되는 입·퇴원으로 감

소되는 신체능력, 그리고 그로 인한 대인관계, 가족관계,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 등 

전반적인 사회적 기능의 저하에 기인한다(김시내, 2004).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재활, 

교육,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긍정적 자기지각을 포함한 삶의 질을 

증대시키며, 재활동기, 사회기능향상 등 프로그램의 효과가 다수의 연구를 통해 검

증되어 왔다(배성우 등, 2011; 김이영·배성우, 2008; 김이영, 2006; 배성우·김이영, 

2005; 이용표, 2000; 김철권 등, 1998; 최지욱 등, 1997; Mueser et al., 2001; Bracke, 

2001; Cook & Razzano, 2000; Lehman, 1998; Mueser et al., 1998; Clarkin et al., 

1998, Moller & Murphy, 1997).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의 통합 정신재활 서비스의 효과성은 이렇게 

입증이 되어 있지만, 모순적인 것은 정신장애인이 정신재활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정신장애인의 스티그마는 사회관여와 부적인 관

계가 있음이 이유리(2001)의 연구에서 밝혀졌으며, Carling(1995)와 Walsh(2000)의 연

구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통합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되기도 했다. Cooper 등(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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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 따르면, 스티그마는 정신장애인의 잠재적인 수료행동(Care-seeking)의사

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높은 스티그마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정신장애에 대한 귀인(attribution) 또한 정신재활시설의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주의 귀인 중 �

초자연적 귀인(Supernatural Causes)�와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Stressful Life 

Events)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초자연적 귀인은 정신장애의 원인을 신의 뜻이나 나쁜 운명, 날씨 등 세속의 인

과를 초월한 것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Landrine 과 Klonoff(1994)는 초자연적 

귀인을 하는 응답자들은 정신장애가 선천적으로 통제불가능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고 보고6) 도움을 요청하거나 증상 보고에 소극적임을 밝혀냈다. 또한 Kahng 과 

Mowbray(2005)은 초자연적 귀인을 하는 경우 자기효능감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는데, 자기효능감은 정신장애인의 성공적인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고

(Davidson & Strauss, 1992)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

소로(Lazarus & Forkman, 1984) 자기효능감이 떨어지는 경우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초자연적 귀인을 하는 경우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재활

과 회복 노력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은 정신장애가 불우한 어린시절, 신체적 질환, 외상 사

건 경험 등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성 사건에 기인한다고 여기는 것이

다. Martin 등(2000)은 정신장애의 귀인을 스트레스 요소로 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

(Social distance)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Kahng과 Mowbray(2005)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집단에서

는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을 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따

라서,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을 하는 경우 지역사회에 보다 근접하여 생활하고

자 하는 욕구가 높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고, 정신재활의 의지가 보다 높아 정신

재활시설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가족은 정신장애인의 가장 가까운 지지체계이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상 어려움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직접적 보호를 꺼려왔다. 정신장애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게 되면 대부분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주거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할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질환의 특성상 요양과 보호

에 시간과 노동력이 투여되며 정신장애인의 증상적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가

6) Weiner 등(1988)은 해당 범주를 Controllability와 Stability로 규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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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해체, 정서적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이다(Marsh, 1992). 정신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실증적인 선행연구들에서, 정신장애인의 보호자들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오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시설 수용을 원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김문근·하경희, 

2016; Lee & Park, 2014; 장홍석,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입소자의 가족이 정

신재활시설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요약하면, 정신재활시설은 그 기원과 역사,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종합해 보면  

WHO(2009)가 제시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선호는 지역사회에 대한 선호이자 

지역사회정신보건에 대한 선호로 해석할 수 있다. 

2.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은 소위‘정신병원’이라고 불리는,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정신보건 

전달체계이다. 현재 한국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정신

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8년 현재

의 정신보건 전달체계는 정신의료기관을 통해 급성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외래 치

료함으로써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한다(보건복지부, 2018). 본 연구에서 응

답자들이 응답한 시설 중 “정신병원”과 “정신요양병원”이 이러한 정신의료기관

에 속한다. 정신병원은 국가와 민간에 의해 설립된 보편적인 형태의 정신의료기관

이며 정신요양병원은 한국의 특수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토대 위에서 생겨난 기관

이다. 정신요양병원은 타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

는 요양·의료 시설로 정신요양시설에 비해서는 의료시설의 성격이 강하고 기존의 

정신의료기관에 비해서는 요양의 성격이 강한 시설이다. 이렇게 중간적인 성격을 

띄게 된 이유는 정신요양병원이 후술할 정신요양시설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

다. 1995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정부는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측면에서 많은 비

판을 받았던 정신요양시설을 없애고자 정신요양시설에 7년의 기한을 주고 정신요양

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현 정신재활시설)로 운영 변경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실적

으로 정신요양시설을 곧바로 정신병원으로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정신요양병원이

라는 특수한 운영 형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정신의료기관은 입원과 외래의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 입원은 정신의료기관

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속성으로, 서구사회에서 19세기부터 시작되었다. 19세기 

이전의 서구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은 비도덕적, 비이성적인 인간으로 단죄되어 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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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등과 함께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었다(Foucault, 2003). 19세기 미국에서는 이

러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방치에 대한 항의가 일어났고 주립병원설립운동을 통해 

정신장애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되었다(Bloom, 1984). 한국에서도 1980년

대 미인가 부랑인시설에 대한 비인권적 처우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정신과 전

문의 양적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정신병원에서의 정신장애인 수용이 급격하게 강화

되었다(이용표 외, 2006). 외래치료는 탈시설화와 관련이 있는 속성으로, 20세기 중

반 미국에서는 정신 약물의 등장으로 탈시설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지

역사회보호가 시작된다(양옥경, 2006). 정신약물의 이용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

도 증상조절과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황성동, 1999) 무조건적인 입원치료 

대신 외래치료가 가능해 진 것이다. 

  이처럼,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치료는 정신장애인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증상에서 

일정 부분 해방을 시켜 주는 것으로 정신의료기관을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필수 구성 요소로 만든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정신의료기관에 긍정적인 부분만 존

재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 정신의료기관의 문제점은 많은 병상 수와 장기간의 재원 기간으로 요

약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등(2018)에 따르면, 2000년에 58,010개 였던 정신병상수는 

2016년 96,924개까지 증가하였다. OECD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0.98병상으로 OECD회원국 중에서 상위 4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7) 입소자 

재원기간의 중간 값 또한 같은 기간 277일에서 303일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

였다. 그리고 이 수치마저 30일 이내 재 입원율이 35%에 달하는8) 현실 속에서 과소

평가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은 그 기본이념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의 입원

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정신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

의 입원(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이 오랫 동안 높은 

비율을 차지해 오랜 기간 동안 인권적으로 비판받아 왔다. 2016년까지 35%선에 머

물렀던 자의입원 비율은 2017년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비자의 입원을 규제하는 움

직임 하에서 대폭 상승하였으나, 일각에서는 그것이 정신보건법 개정 직전에 입소

한 정신장애인들을 설득하여 만들어 낸 수치라고 비판하고 있다(손종관, 2017). 이는  

여전히 80%가 넘는 병상이 폐쇄병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특히 폐쇄병상은 기본적인 활동부터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기능 까지 정신장애인

7) 한국에서는 병원급 의원급의 정신과병상을 모두 포함하여 인구 1000명당 병상수를 산출하고 OECD는 

정신병원만을 집계하고 있다. 0.98병상은 OECD기준의 수치이고, 한국의 기준에서는 1.61병상 수준이

다.

8) P.70 <표 16> 중증정신질환자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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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형태의 입·퇴원 구조를 갖고 있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을 중시하는 현 패러다임 하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요약하여, 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외래치료를 받는 기관이

면서 동시에 입원 시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복합적인 기관이다. 따라서 정신의

료기관에 대한 선호는 지역사회에서의 외래치료에 대한 선호를 의미하는 것일 수

도, 입원·수용 상태를 선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탈

시설화 이후 정신의료기관 입소자 수와 재원기간이 급격하게 감소한 서구와 달리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에도 병상 수와 재원기간이 오히려 증가한 한국의 사례를 감

안했을 때,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선호는 치료적 요소가 강화된 시설 입소 선호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이 시설 선호에서 정신재활시

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규정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스티그마, 귀인의 양식, 주요관계자 변수 또한 마찬가지로 그 중간적 성격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은 만성 정신장애인들의 요양·보호를 위한 시설로 세 정신건강증진 

시설 중 가장 독특하면서 모호한 성격을 가진 시설이다.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의료

기관이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위한 전달체계 안에서 독립적이고 고유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음에 반해 한국의 정신요양시설은 지역사회정신보건 중심의 서비스가 실시

된 이래 정체성을 잃게 되었다. 과거 1980년대에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이 

입원·수용 중심의 정신보건 정책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지만, 지역사회정신

보건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은 그 중요성을 잃게 되었다(김문근·대

구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최초의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정신요양시설

은 지역사회정신보건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는 지적에 7년의 기한 안에 정신의료기

관의 하나인 정신요양병원 또는 정신재활시설로 전환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1997년

의 개정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전환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일부의 시설만 운영 

방식 변경이 이루어졌고(정영문, 2002), 여전히 59개의 시설이 정신요양시설로 남아

있다. 이후 불가피하게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한 축으로 법제화 되어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으로 규정되었으나, 최

근의 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귀촉진의 항목이 빠지고 오직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남게 되었다(정신보건법, 2017). 본 연구의 응답 중 “반개방적 장기보호수

용시설”또한 현재의 정신요양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설로, 정신요양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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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호와 같은 의미로 분류하였다.

  서구에 정신요양시설과 같은 장기입소시설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WHO(2009)는 

전통적인 정신병원과 구별되는 장기보호시설과 그 안에서의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정신질환과 지적인 장애, 가족 지지

의 결여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거시설에서 장기간의 보호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한국의 정신요양시설과 WHO가 제시한 장기보호시설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의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적절한 의료나 전문재활서비

스를 제공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최소한의 증상관리와 보호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김문근 외, 2016). 현재 정신요양시설 인력 기준9)에 따르면, 정신요양

시설은 시설 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촉탁의 1명 이상을 두게 되어있다. 정

신요양시설의 지리적 환경이나, 재정 상태를 감안하였을 때 상주하는 전문의를 두

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서 촉탁의를 두고 있다. 촉탁의는 1개월에 

2회 정도 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보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의 효과를 갖기 힘들다.

  이렇게 모호한 정체성과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이지만, 여전히 1

만 명이 넘는 입소자가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설 생활자 

중 상당수가 지역사회로 돌아갈 지지기반이 없는 무연고자이거나(강석임, 2011) 

입·퇴소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보호자가 다양한 이유로 퇴소를 원치않기 때문

이다(장홍석, 2009). 그 결과,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전체 입소자의 50% 이상이 

10년 이상의 초장기 입소자인 상황이 발생했다. 본 연구의 응답자 중 최장기간 입

소자는 654개월을 요양시설에서 있었는데, 이는 무려 54년이 넘는 기간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입소자들의 삶의 질 개선이나 회복 과정이 존재

했으리라고는 보기 힘들다. 실제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증·정

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항목이 많아 입소자들의 응답을 표로 요

약하고자 한다. 요약한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9)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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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신요양시설 입소자가 응답한 입소자 기본 권리 보장 실태

범주 문항 비율(%)

입·퇴소

시설 입소 당시 사전 설명을 받지 못함 45.5

시설 입소 당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음 44.6

퇴소의 권리를 안내받지 못함 51.5

퇴소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34.5

퇴소의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함 18.4

정신적·신체적 

건강보장

몸이 아플 때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함 15.3

원할 때 정신건강 전문의(가) 상담을 받지 못함 35.4

약의 부작용을 호소해도 조치를 받지 못함 18.1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장

개인 휴대폰 소지 비율 4.8

필요 시에도 외출이 불가능함 55.1

하루 일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음 59.8

본인의 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음 82.1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환복 할 수 없음 70.7

본인이 원할 때 식사할 수 없음 77.7

비인도적·굴욕적 대우

폭력·학대 등 부당한 대우 경험 24.7

강제 격리 조치 경험 21.7

강박 경험 12.4

강제노동 경험 13.0

부당한 대우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음 25.5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구제 안내를 받지 못함 38.1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2017)

  이러한 대우의 결과로, 같은 연구 응답자의 59.7%가 시설 퇴소의사가 있다고 응

답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54.2%가 퇴소할 경우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했

다. 하지만 동시에 퇴소 의사를 가족이 수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50.5%가 가족

이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 입소자와 입

소자 가족의 시설 운영 방식의 선호 차이가 클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스티그마는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려, 사회적 고립을 불러온다(Verhaeghe  et al., 

2008). 앞서 언급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도, 시설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32.3%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34%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자신이 없어서�를 택했다. 스티그마 수준이 높은 경우, 정신요

양시설에 그대로 있는 것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귀인의 양식 또한 정신요양시설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제

시한 바와 같이, 초자연적 귀인을 갖고 있는 입소자 혹은 입소자 가족은 치료순응

성, 치료 의사, 재활의지 등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Landrine & Klonoff,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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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ng & Mobray, 2005) 정신요양시설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생활스트레스 귀인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정신요양시설 대신 다른 시설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자면, 정신요양시설은 재활이나 치료의 기능이 다른 두 기관에 비해 확연

히 약한 입소 시설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선호는 지역사회로의 이동을 원치 않는 

장기 입소 생활 유지 의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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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스티그마와 선호

  인지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정서, 행동, 사고는 개인이 현실을 창조해 내는 방식, 

즉 현실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Beck, 1976; Kelly, 1955). 인

간의 행동은 단순한 외부 환경의 자극이 아닌 개인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주관

적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강상경, 2018; 권중돈·김동배, 2005). 이때, 개인이 외부의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여 지식을 얻는 심리적 과정을 인지(cognition)라고 한다(이정

균, 1981). 종합적으로, 개인의 정서, 행동,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호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객체들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의미한다(Lichetenstein 

et al., 2006). 사회심리학에서는 태도를 행동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 

왔고(한규석, 2010),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정서 및 행동이 영향 받을 수 

있다(강상경, 2018)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기반으로 본 연구

의 주요 종속변수인 “시설운영방식에 대한 선호”를 정서 또는 행동을 나타내는 

변수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주요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기존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인지이론에 근거, 입소자나 입소자 가족이 

갖고 있는 인지적 특성과 선호를 포함한 정서 및 행동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연

구들을 선행연구로 정리하고자 한다.

  Goffman(1963)은 스티그마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차별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부

과하여 실제 그들의 모습을 가치절하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고, Crocker 등(1998)

은 특정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가치절하 된 정체성을 갖게 만드

는 사회적 태도로 정의 하였다. 스티그마는 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한 스티그마는 

일반적으로 인지적 고정관념에서 발생하지만, 단순히 인지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인 편견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적 차별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Penn & Martin, 1998). 

  스티그마가 정신장애인에게 미치는 결과는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정신장

애인에 대한 사회적 스티그마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통합되는 것을 

막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로 꼽힌다(Leff and Warner, 2006; Walsh, 2000; Carling, 

1995).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재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스티그마

와 사회통합과의 관계를 본 연구(이유리, 2001; 김소임, 1999)에서는 모두 사회적 스

티그마가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adman 등(1989)

의 연구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스티그마로 인해 정신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로 보낸 다는 것을 보여줬고, 안승섭(1992)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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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사회적 스티그마는 사회적 지지에 접근하는 것을 감소시켰으며, 스티

그마가 정신장애인의 자존감을 저하시켜 사회적 고립을 불러온다는 연구도 있다

(Verhaeghe  et al., 2008).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스티그마는 그 자체로도 이처럼 정신장애인에게 위축

과 고립을 불러오지만 다른 방식으로 정신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Link 

등(1989)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에게 정신질환이 발생해 진단이나 치료를 받

게 되면, 정신장애인은 이전에 습득한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스티그마를 적용하

고 내면화 하게 된다. 이를 자기-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또한 정신장애인에게 많

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기-스티그마는 정신과적 치

료를 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 되어왔다. 자기-스티그마는 정신장

애인의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고(Link et al., 2001; Crocker et al., 

1989) 삶의 만족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Rosenfield, 1997; Mechanic et 

al., 1994), 그 결과 정신과적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감소시키고(Watson 

et al., 2001), 증상의 호전에 대한 믿음을 잃고(Fung et al., 2007), 치료의 이탈, 회

피, 중단의 주요한 이유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Alvidrez et al., 2009). Fung 등

(2008)의 연구 또한 높은 자기-스티그마가 정신장애인의 정신과 치료 순응성을 떨어

뜨림을 보고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타인과의 동거가 치료 순응성을 유의미하게 떨

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과의 생활이 자기-스티그마를 높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의 스티그마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병원 서비스 이

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입소시설의 이용자, 특히 정신요

양시설과 같은 특수한 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스티그마가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방식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고, 기존의 연구를 확장시키며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와 입소자가족에 대한 이해

를 증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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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신장애에 대한 귀인과 선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 행동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인지는 개인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결정한다(Schwebel & Fine, 1994). 귀인 또한 인지적 행위로써,  

사건이나 행동의 결과를 놓고 그 결과에 작용한 원인을 탐색하는 것을 뜻한다(정종

진, 2003). 따라서 귀인이론에서도 인간은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서미경·김정남, 2004). 정신장애에 적용

되는 귀인이론 역시 귀인정서이론(attribution affection theory, Weiner et al., 1988)

에 근거, 정신장애의 원인을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행동

적 반응이 결정된다는 전제를 가진다(박근우·서미경, 2017). 

   정신장애에 대한 귀인은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Weiner(1985)는 역대 연

구에서 분류한 정신장애 귀인의 범주를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그것은 혹독

함(Severity), 전염성(Contagion), 발병연령(Child/Adult), 통제가능성/책임성/회피가능성

(Controllable/responsible/avoidable), 안정성(Stable), 육체/정신적 행동의 결과

(Physical/Psychological behavior),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것(Morally repugnant 

thing)이다.  '혹독함'은 정신장애가 병적 증상이나 삶의 질에 미치는 정도를, '전염

성'은 질병이 타인으로부터 얻어지거나 타인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

발병 연current sins령'은 정신장애가 아동의 속성 혹은 성인의 속성인지에 대한 귀

인 속성이다. '통제가능성'은 정신장애의 발병과정이나 질병에 대처하는 과정에 개

인의 책임이 있는 지를, '안정성'은 질병의 속성이 변화가 없는지 혹은 회복가능한

지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은 정신장애가 과거의 업

보(Punishment for past) 혹은 현재의 죄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시각이다. 

  Weiner(1988)은 여섯 가지의 범주 중 크게 두 가지 속성, 통제가능성

(Controllability)과 안정성(Stability)을 중점적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귀인을 분류하였

다. 

Corrigan 등(2000)은 통제가능성 귀인에 따른 정서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의 양상을 

<그림 1>과 같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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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식 사건 인지적 매개 정서적 반응 행동적 반응

정신장애

(증상·진단)

통제 불가능

(책임이 없음)

통제 가능

(책임이 있음)

동정

분노

도움 행위

처벌적 행위

출처: Corrigan등 (2000) p.54 

<그림 1> 정신장애의 통제가능성 귀인에 따른 경로모델

  정신장애의 귀인을 통제 불가능한 것(사고로 인한 손상, 선천적 뇌 장애, 유전 등)

으로 인지할 경우 동정과 도움행위를 야기한다. 반면 정신장애의 원인을 개인적으

로 통제 가능한 것(노력의 부족, 게으른 생활습관, 성격적 문제 등)으로 인지할 때 

부정적인 정서와 처벌적 행위가 나타난다. 처벌의 행위에는 법의 제정을 통해 강제

로 재활치료에 참가하게끔 하는 것,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존재로 여기고 사회와 격

리하고자 하는 것, 특히 직업과 주거, 결혼과 출산 등 정상적 사회 구성원으로 누려

야할 것들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하지만 Corrigan 등(2000)은 해

당 모델을 완결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았으며, 통제 불가능한 귀인을 하는 경우에도 

정서적 반응으로 동정 대신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Parental concern)

이 유발될 경우 정신장애인을 사회와 격리하고 통제된 상태에서 재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정성이란 개인이 갖고 있는 정신장애의 회복가능성에 관한 물음이다. 만

약 회복가능성이 없고, 어떠한 노력에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당연히 도움행위를 

감소시킬 것이다. 정신장애 중 조현병은 전통적으로 증상이 거의 호전되지 않고 나

빠지기만 하는 질병으로 취급 받았으나 현재는 약물의 발달과 회복관점의 대두로 '

안정성' 속성이 약한 것으로 대우받기도 한다.

  귀인 연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귀인 방식에 따른 정서와 행

동적 반응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Martin 등(2000)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

들은 "나쁜 성격10)”의 내적 귀인을 한 사람은 정신장애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하지 

10) 이때 '나쁜 성격'은 개인이 체계와 상호작용하며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나쁜 기질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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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려 했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의 귀인을 한 사람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사

회적 거절의 수준이 낮음을 보였다. Watson(2001)의 연구에서도 정신장애의 원인을 

"나쁜 성격”으로 귀인하는 경우,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증가하고 강

제치료를 지지하는 성향이 나타났으며 Corrigan 외(2003)의 연구에서는 귀인을 통제 

가능한 원인으로 인지하는 경우 사회적 회피와 거절의 정도를 증가시키고 강제치료

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장애를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귀인함에도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을 줄

일 수 없다는 연구도 존재하였다. Walker 등(2002)의 연구는 정신장애를 "뇌 장애”

나 "유전”과 같은 생물학적 원인으로 귀인하는 경우 정신장애인을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자로 취급하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라는 부정적인 시

각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우 등(2012)은 이에 수정된 귀인-정서이론의 모형을 제시하기도 했다. 통제 

불가능의 귀인이 동정이 아닌 두려움을 증가시켜 사회적 거리감을 강화시킨다는 것

이다. 연구결과 실제로 통제 불가능한 원인이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두려움이 분노

와 사회적 거리감을 증가시킨 다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상의 결과는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타인의 입장에서 진행된 결과로, 정신장애인 

본인의 정신장애에 대한 귀인과 그에 대한 정서와 행동의 경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Kahng 과 Mowbray(2005)의 연구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461

명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귀인을 스트레스와 초자연적인 원인

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두 귀인 모두 자기 효능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인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귀인이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Kahng 과 Mowbray(2005)의 연구에서 분류한 대로, 정신장애의 귀

인을 초자연적 귀인과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앞서 분류한 속성에 따르면, 초자연적 귀인은 '통제 불가능'의 속성을 가지고 있

고 '안정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의 속성11)을 가

지고 있기도 하다. 통제 불가능의 귀인을 가진 경우 엇갈리는 연구 결과가 도출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안정성'의 속성을 가진 경우,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이나 치료 보다는 사회적 격리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은 '통제가능'과 '통제 불가능'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초자연적 귀인이 갖고 있는 통제 불가능의 속성과의 차이는 초자연적 귀인은 

애초에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범주의 것이고,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이 갖고 

11) 신의 뜻이나 벌로 귀인을 할 때 해당 속성을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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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통제 불가능성은 인간 세상 안에서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일어났지만 개인에게 

귀책이 존재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은 '불안

정성'의 속성을 획득하게 된다. 

  정신장애의 귀인은 스티그마 관련 연구와 연계되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

도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상이한 연구 결과를 갖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귀인 연구는 축적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의 귀인이 시설 운영 방식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요관계자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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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선호

  1.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은 병식(insight)이 부족하여 자신의 의료적 이익을 위한 판단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치료와 재활, 그리고 생활전반에 대한 결정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

여 왔다(이용표 외, 2006; 서미경, 2005).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이 태어

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바 있지만, 유독 정

신장애에 있어서는 정신장애인의 최우선적 권리인 "적절한 치료”를 위해 자유권과 

시민권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Grudsinskas, 

2002; Perlin et al., 1995; Rachlin et al., 1975). 그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삶의 결정

을 내리는 데 있어 자신의 직감 보다는 타인(치료자, 전문가, 가족 등)들의 지시와 

결정에 따르도록 교육받아왔고, 또한 환자의 역할에 순응하도록 압력을 받은 경험

이 있다(박정임·이금진, 2010; 김연희·하경희, 2005). Manning(1999)의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 시설에서 다수의 정신장애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순응을 강화하고 있음

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신보건 분야에서 탈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정신보건이 주요 패러다임

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신장애인의 역할과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 정신보건전달체계

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심리 재활모델, 나아가 

역량강화(empowerment) 실천 및 회복 지향 모델로 변화해 나가면서(박정임·이금

진, 2010; 김연희·하경희, 2005; 양옥경, 2000; 이용표, 1999)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소비자’가 되어야 함

이 강조되고 있다. 타인이 결정한 서비스를 원치 않게 수용하는 존재에서 자기결정

을 통해 자신이 받을 서비스를 결정하고, 나아가 서비스를 구성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 운동과 당사자 주의의 주요 담론이다(김용득·강희설, 2007). 이

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삶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이끌어가게 되어 자립된 생활을 영

위하는 ‘회복’(하경희, 2014)의 달성이 현재 정신보건패러다임에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선호를 정신장

애인이 밝힌 의사를 통해 연구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정신요양시설의 개선방안과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의 전환을 모색한 기존

의 연구들은 전문가, 연구자의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 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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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애인의 선호를 확인하고 선호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정신장애인의 가족

  정신장애인의 가족은 지금까지 정신장애인 의사 결정의 대리자 역할을 맡아왔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본인에게 옳은 의료적 판단을 할 능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 가족

이 정신장애인의 가장 가까운 사회적 지지체계였기 때문이다. 정신장애인의 가족은 

정신장애인의 보호의무자가 되어 정신장애인의 입원과 퇴원, 치료 등 정신장애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가족의 결정이 정신장애인에게 옳은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의심받아 왔다. 비정상적으로 긴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재

원 기간과 높은 가족 입원 비율12)로 인해 장기 입원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

행되어 왔는데, 보호자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가 많았다. Lee와 Park(2014)의 

연구에 따르면, 보호자들은 퇴원명령이 있어 환자의 퇴원 대신 타 병원이나 시설에

서의 보호를 희망했다. 정신질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심각할수록 정신의료기관이

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입소)시키고자 하는 의향이 높았으며(김문근·하경희, 2016; 

최정규 외, 2013; 차선경 외, 2013; 서수경 외, 2009; 김문근, 2009a) 경제적으로 빈

곤한 경우 등 취약한 사회적 지지체계로 인해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던(장옥진 

외, 2015; 최정규 외, 2013; 조성진 외, 2006) 점을 감안하면 정신장애인 가족의 선

택이 정신장애인의 보호 상 어려움에 기인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자 요인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 장홍석(2009)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다른 요인을 고민케 한다. 해당 연구에서 보호자들의 44.9%는 환자가 거주

할 공간이 없어서 퇴원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변하였으나 무료 주거시설이 퇴원 선

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응답이 50.8%였다. 그리고 주간에 정신장애인을 보호

할 가족이 없어 퇴원을 시킬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8.4%에 달했지만 주간 보호

와 사례관리가 퇴원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응답 또한 67.6% 였다. 마지막

으로 보호자들의 71.4%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고, 49.3%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

해 퇴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지만 정작 67.2%가 퇴원 시 경제적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였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보호자가 보여주는 모순적인 의사 

표현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12) 2016년 기준 55.3%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가, 52.6%의 정신요양시설 입소자가 보호의무자가 가

족인 형태로 입원·입소하였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66%의 사람이 가족에 의해 입원·입소

하였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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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진 등(2017)이 연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 입

소자의 59.7%가 퇴소 의사를 갖고 있었으나, 본인이 퇴소의사를 표현해도 가족

(50.4%)이 동의해 주지 않아서 퇴소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정신질

환자를 증상에 따라 지역사회 생활 가능 여부를 분류한 이호영 등(1994)은 정신요양

시설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소)하고 있는 80%의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고 입원환자의 60% 이상이 적절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만 있

으면 퇴원할 수 있다고 의사를 피력한데 반해 상기한 장홍석(2009)의 연구에서 보호

자의 53.7%가 환자의 증상이 심각하여 퇴소시킬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정신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가족은 가장 가까운 지지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정신장애인과 상충하는 의견을 가지는 것은 가족이 갖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부

담(Care burden) 때문이다. 가족의 보호부담은 현실적인 요구들로 구성된 객관적 보

호부담과 정서적 고통으로 구성된 주관적 보호부담으로 나누어진다(서미경, 2007). 

객관적 보호부담은 정신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요구들

로 정신장애인의 증상적 행동, 그로 인한 가족기능의 붕괴, 사회적 낙인, 정신장애

인의 경제적 의존과 부담스러운 치료비용, 주거대안의 부재, 정신보건체계와의 문제 

등이 있다(Lefley, 1996; Marsh, 1992). 주관적 보호부담은 정서적 고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가족은 촉망받던 가족의 미래에 대한 상실과 정신장애인의 

병전 인격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분노, 죄책감, 우울, 위축, 고통의 공감등을 경험

하게 된다(Marsh, 1992). 이 둘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객관적 보호부담을 

느끼는 가족의 77%가 주관적 보호부담을 심각하게 보고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는 

등(Thompson & Doll, 1982) 실질적으로 동시에 발생하여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보호부담을 느끼는 정신장애인의 가족에게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는 가족이 일차적 

보호를 제공해야함을 의미하고, 시설에 있을 때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 노동력을 

할애하며 사회의 낙인을 감내해야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가족의 선호가 실제로 상충하는 지 실

증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정신장애인 가족의 모순적인 의사 표현과 정신장

애인과 상충되는 증상 정도의 체감의 차이의 원인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원인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정신장애(인)

에 대한 인식이 시설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두 집단 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상호작용항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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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본 절에서는 주요 변수 이외에 선호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를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요양시설 입소기간로 설

정하였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와 가족에 대한 직접적 연구

가 매우 드물고, 선호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조망하고 있는 연구 또한 드물기 때문

에 기존의 정신장애인 연구에서 많이 다뤄지고 유의하게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요인 

위주로 설정하게 되었다. 본 절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선호, 즉 정서와 행동 차원에서 

통제변수와의 관계를 조망하고자 한다.

  성별은 많은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인적 변수이다. 성별에 따라 지

각하는 스티그마에 차이가 있다고 밝힌 연구(성준모, 1996; 곽의향, 2000; 유소연 

2004; 김문근, 2009b; 성기혜 2009)에서의 결과는 연구마다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과 자아존중감 수준 또한 Kling et al.,(1999)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기타 

연구(강상경·좌현숙, 2007; 전해숙, 2015)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직접적으로 시설 운영방식의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사회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성별 간에 정신건강 수준의 차이

가 발생한 다는 연구(WHO, 2001), 남성이 여성이 비해 건강 문제와 감정 문제의 공

유를 어려워 한다는 연구(Allen et al., 1998)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별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연령은 장기입원의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많이 다루어져 왔다. 높은 

연령을 가진 입소자는 재원기간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조성진, 2006), 이는 불

명의 이유로 퇴소하지 못한 입소자의 재원기간이 길어지면서 고령의 영향과 겹쳐 

사회적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연령이 높은 입소자는 주요 사회

적 지지체계인 부모 세대의 부존재 가능성이 큰데, 사회적 지지체계가 정신장애인

의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퇴소의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

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스티그마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감안하면(성준모, 1996; 유소연, 2004; 김문근, 2009; 성기혜, 2009) 연령

은 정신장애인의 시설 운영 선호에 현실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학력은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중 하나로, 많은 연구에서 학력과 정신건강 간

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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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이 높고(Pinquart & Sorensen, 2000) 우울수준이 낮은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Mills et al., 2001).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문제 해결의 유능성이 높고, 자

원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Lantz et al., 

2005). 하지만,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자의 80%가 의료보호 1종을 받고 있는 현실 속

에서 학력이 주는 사회적 자원이 감소하였을 개연성도 크다.

  결혼상태는 입소자와 가장 가까운 사회적 지지체계인 배우자의 유무를 묻는 것으

로, 시설 선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진(2006)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

자가 없는 경우 재원기간이 길어진다고 한다. 가족은 정신장애인에게 정서적, 경제

적 지원을 제공하고 치료, 재활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소형 

외, 2005; 신성희 외, 2006; 최일섭·고기숙, 2007). 따라서 유배우상태일 경우 지역

사회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혼자가 더 높은 수준의 스티

그마를 갖고 있다는 성기혜(2009)의 연구결과 또한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속단할 수

는 없다.

  요양시설 입소기간은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연구에서 주요한 변수로 다뤄져 왔

다. 장기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사회 적응 능력의 손상과 심리적 위축을 불러 일으키

고, 지역사회 복귀에 대한 두려움과 양가감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지역사회 적응을 

어렵게 한다(이영문 외, 1998). 또한 장기 입소기간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감소시켜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면서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민소영, 2009). 따라서 요양시설 입소기간은 시설 선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



- 27 -

제3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정신장애인식과 관련된 변인으로 ‘정

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와 ‘초자연적 귀인’,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

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의 세가지 

범주를 가지는‘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 선호’를 투입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현 요양시설의 입소기간 등 선행연구에서 선호와 관련이 있

음이 드러난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

- 초 자연적 귀인

-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 선호

- 정신요양시설(유지)

- 정신의료기관

- 정신재활시설

입소자/입소자가족

통제변수: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현 요양시설 입소기간

<그림 2>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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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질문

  위 연구모형에 나타난 것처럼 본 연구는 정신장애 스티그마나 정신장애에 대한 

귀인 등의 정신장애 인식이 정신요양시설 발전방안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 이러한 선호도가 입소자와 가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입소자와 가

족이 매우 밀접한 관계자들이지만 정신재활 과정에서 다양한 선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 인식이 선호에 미치는 영향

이 가족과 입소자 당사자 간에 있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 연구모형을 토대로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기술된 바처럼 다음과 같

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연구질문 1]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와 가족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의 선호 차이가 있는가?

[연구질문 2]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와 가족이 정신장애에 대한 초자연적 귀인과 생활

스트레스 귀인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의 선호 차이가 있는가?

[연구질문 3]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와 가족 간에 정신요양시설 시설 운영방식의 선호 

차이가 있는가?

[연구질문 4]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와 귀인이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 선호

에 미치는 영향이 입소자, 가족 간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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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대상 및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정신요양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고찰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

신요양시설의 장기발전 전략연구」에서의 정신요양시설 현황조사 결과자료를 이용

하였다(최일섭 외, 2007). 정신요양시설 협회의 협조 하에 전국의 56개 정신요양시

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약 1만 여명의 정신장애인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김성용·강상경, 2012). 구체적으로, 표본 집단은 정신장애인은 정신요양

시설에 입소해 있는 정신장애인으로 정신과적 증상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해

독능력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가족이 있는 입소자이며 배포 시 정신요

양시설 직원을 통해 정신장애인 설문응답요령 및 지침을 함께 동봉하여 전달하고 

수거하였다(김성용, 2012). 입소 정신장애인이 직접  읽고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이 읽어주고 응답받도록 하였다(최일섭·고기숙, 2007). 해당 과정을 거쳐 수거

된 설문지 1,884부 중에서 부실하게 응답된 설문지 604부를 제외한 1280부를 본 연

구에 사용하였다(김성용·강상경, 2012). 해당 설문은 2007년에 수거되어 본 연구가 

진행되는 2018년과 약 10년의 시차가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정신요양시설이 58개

에서 59개로 1개소 증가하고, 정신요양시설 병상수가 14,609명에서 13,519명으로 7% 

가량 줄어드는데 그치는 등(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18) 2007년의 정신요

양시설 상황과 2018년의 정신요양시설의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정신

요양시설 입소자의 평균 연령과 입소기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응답 과정에

서 증상 수준,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가족 유무로 응답자를 선정하여, 표본의 대표

성이 떨어지고 왜곡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일부 응답자의 경우 직원이 읽어주고 

응답을 받도록 하여 응답에 왜곡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계가 있다.

  입소자 가족은 정신요양시설을 방문한 입소자 가족 중 응답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해당 과정을 거쳐 응답된 설문지 397부 중 부실한 설문

지 18부를 제외한 379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입소자 가족에 대한 설문은 정신

요양시설을 방문하는 가족에 한해서만 설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입소자와의 관

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의 응답만을 확보하였다는 한계가 있고 설문지에 입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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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를 명시하는 항목이 없어 입소자와 가족 간의 직접적인 매칭이 이루어지

지 않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 선호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 선호로, 정신요양시설 현황조사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적절한 정신요양

시설의 운영 방식에 대한 선호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원 문항은 "정신장애인

의 재활을 위해 귀 시설은 향후 어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라는 질문에 ‘1=정신요양병원’, ‘2=정신병원’, ‘3=반개방적 장기수용보호

시설13)’, ‘4=개방적 거주시설14)’, ‘5=이용형 사회복귀시설15)’, ‘6=단기 그룹

홈’, ‘7=현재 그대로 유지’의 선택지 중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선행연구 과정에서 제시한 분류를 활용, 정신건강증진시설의 대분류에 따라 

시설의 종류를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로 나누고,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 19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를 참조하여‘3=반

개방적 장기수용보호시설’과 ‘7=현재 그대로 유지’를 ‘0=정신요양시설’로 묶

고,‘1=정신요양병원’과 ‘2=정신병원’을 ‘1=정신의료기관으로’, 그리고 ‘4=개

방적 거주시설’, ‘5=이용형 사회복귀시설’, ‘6=단기 그룹홈’을 ‘2=정신재활시

설’로 재코딩하여 종속변수인 시설운영 방식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2>와 같다.

13) '사회복귀가 어렵고 시설 내에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정신장애인의 의식주 및 기본적인 의료서

비스 제공'의 추가 설명이 있다.

14) '일상적인 생활수준이 높으나 사회지지체계가 약해 독립적인 사회복귀가 어려운 정신장애인으로 직

업을 갖고 있는 경우 주말과 야간시간 동안 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이용'의 추가 설명이 있다.

15) 명칭이 현재의 명칭인 정신재활시설로 바뀌기 전에 실시된 조사로, 선택지의 명칭은 구 명칭 그대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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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종속변수 문항 구성 정리

최종 변수 구성 이전 변수

0=정신요양시설
3=반개방적 장기수용보호시설

7=현재 그대로 유지

1=정신의료기관
1=정신요양병원

2=정신병원

2=정신재활시설

4=개방적 거주시설

5=이용형 사회복귀시설

6=단기 그룹홈

  그리고 본 연구의 연구 자료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석에 정신요양시설을 참조범주로 하여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 정신요

양시설 대비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선호를 비교하였다.

  2.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2.1.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 척도는 Link 등(1997)이 고안한 “정신장애인이 지각

한 가치절하/차별 척도”를 사용하였다. 8개 문항으로 구성된 해당 척도는 사회적으

로 가치절하당하고 차별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측정하고 있다(Link, 1997). 해당 척도

는 Link(1987)가 개발한 12개 문항의 동일 척도를 간소화 시킨 것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최일섭 외(2007)의 연구에서 번안한 것을 활용

하고자 한다. 연구에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번 문항16)의 공통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문항을 제거하고 총 7개 문항을 활용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7개의 문항은 5점 서열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동의한다, 5=매우 동의한다)의 자기보고식 설문지

이며 문항의 자세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②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

한 적이 있는 사람과는 결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③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④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16) 문항의 질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보통사람들만큼의 지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이다(김성용,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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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입원하면 못난 사람이라고 여긴다, 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질환으

로 입원했던 사람을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⑥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정신

질환으로 입원했던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⑦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병원

에 입원해있는 환자들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7개 문항의 상호작용항

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해서 평균한 값을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에서 빼 센터링을 실시한 값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7개 문항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858로 나타났다.

  2.2. 정신장애에 대한 귀인

  정신장애에 대한 귀인은 Kahng and Mowbray(2005)가 사용한 OMI(Opinions of 

Mental Illness)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본 척도는 Landrine and Klonoff(1994)가 다양

한 인종 그룹의 신체적 질병에 대한 귀인을 연구할 목적으로 만든 27개의 문항과  

Alvidrez(1999) 가 4개의 신체질환에 치우친 문항을 삭제하고 정신장애와 관련된 9

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만든 35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활용하여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일섭 외(2007)의 연구에서 번안한 것을 사용하고자 한다. OMI 척도는 

5점 서열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동의한

다, 5=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6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된 "스트레

스성 생활사건(Stressful life events)”과 4개의 하위 문항을 가진 "초자연적 원인

(Supernatural Causes)”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요인

의 하위 문항은   ① 정신질환은 불우한 어린 시절의 영향 때문이다, ② 정신질환

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이다, ③ 정신질환은 신체적 질환 때문이다, ④ 정신

질환은 성학대 때문이다, ⑤ 정신질환은 신체적 학대 때문이다, ⑥ 정신질환은 외상

적(개인의 안전에 위험이 될 만한) 사건의 경험 때문이다, 이며 초자연적 원인의 하

위 요인은 ①정신질환은 초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결과이다(예: 신의 뜻), ② 정신질

환은 운이 나쁘거나 나쁜 운명 때문이다, ③ 정신질환은 날씨 때문이다, ④ 정신질

환은 나약한 성격 때문이다,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자연적 원인의 네 

문항의 응답 평균값을 구해 전체 응답자의 평균값에서 빼는 센터링을 실시하여 "초

자연적 귀인”으로 변수화 하고, 스트레스성 생활사건의 여섯 문항의 응답 평균 값

을 같은 방식으로 센터링 하여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으로 변수화 하였다. 

초자연적 귀인 4문항의 Cronbach’s α값은 .587,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 6문항

의 Cronbach’s α은 .84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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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주요관계자

  본 연구에서는 주요관계자인 입소자와 입소자가족 간의 차이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에 입소자와 입소자가족을 구분 짓는 "주요관계자” 변수를 임의로 생성하였으

며, 입소자=0, 입소자가족=1로 조작화 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현 요양

시설입소기간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에 대한 선호를 통제하고자 한다.

  성별은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남자=1, 여자=2로 측정된 것을 남자=0, 여자=1로 조

작하여 활용하였다. 

  연령은 응답자가 기입한 만 나이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학력은 자기보고식 6점 서열척도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① 초등졸(국졸)이하, ② 

중졸이하, ③ 고졸이하, ④ 전문대졸이하, ⑤ 대졸이하, ⑥ 대졸이상 으로 측정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를 위해 ①~③의 응답을 "0=고졸이하”로, ④~⑥의 

응답을 "1=고졸이상”으로 조작하여 변수로 투입하였다.

  결혼상태는 자기보고식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

혼, ④ 사별, ⑤ 기타 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 상태를 현재 갖고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로 보고자 하였으므로, "미혼”, "이혼”, "사별”, "기타”의 응답

을 묶어 "0=무배우자상태”로, "기혼”을 "1=기혼”으로 조작하여 활용하였다.

  현 요양시설 입소기간은 정신장애인의 입소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응답자가 기입

한 개월 수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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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석에 활용된 변수 정리

변수 값

종속 변수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 선호

0=정신요양시설

1=정신의료기관

2=정신재활시설

독립변수

정신장애(인)

에 대한 

인식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동의한다

5=매우 동의한다정신장애

에 대한 

귀인

초자연적 

귀인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

조절변수 주요관계자
0=입소자 

1=입소자가족

통제변수

성별 0=남자 1=여자

연령 만 나이

학력
0=고졸이하 

1=고졸이상

결혼상태
0=무배우자상태

1=유배우자상태

현 요양시설 입소기간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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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이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요관계자 간의 선호 차이와 주효과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는 종속변수가 범주가 3개 이상인 질적변수이기 

때문이다. 통계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IBM 사의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분석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적 특성을 파악하고 정규성 가정의 확인을 위하여 통제 변

수에 대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에 대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 각 변수

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산팽창계수(VIF) 확인을 통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셋째, 조절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변수를 만들었

다. 상호작용변수는 ① 스티그마*주요관계자 변수, ② 초자연적 귀인*주요관계자 변

수, ③ 생활사건 스트레스*주요관계자 변수로 구성하였다.

  넷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Aiken and West(1991)의 방식을 활용, 상호작용 효과 그래프를 그려보고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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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결과

제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999 60.2

여성 660 39.8

학력
고졸이하 1185 71.4

고졸이상 474 28.6

결혼상태
무배우상태 1175 70.8

유배우상태 484 29.2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대값 최소값

연령 47.04 10.29 .189 .079 83 17

현 요양시설 

입소기간
110.32 82.93 .418 1.282 654 1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전체 1659명 가운데 남성이 999명(60.2%), 여성이 660명

(39.8%)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체 1659명 가운데 고졸이하의 학력 소유자가 1185명(71.4%), 고졸이상의 

학력 소유자가 474명(28.6%)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전체 1659명 가운데 무배우상태의 응답자가 1175명(70.8%), 유배우상

태의 응답자가 484명(29.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 평균은 47.04세, 표준편차는 10.29로 나타났으며 왜도는 .189, 첨도

는 .079였다. 응답자 중 최고령자는 83세, 최연소자는 17세였다.

  현 요양시설 입소기간의 응답자 평균은 110.32개월, 표준편차는 82.93으로 나타났

으며, 왜도는 .418, 첨도는 1.282였다. 최대값은 654개월이었고 최소값은 1개월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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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변수의 특성

  본 절에서는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회귀분석을 실시

하기에 앞서 독립변수의 정규성과 주요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 <표5>는 전체 응답자의 독립변수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 초자연적 

귀인,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에 대한 응답의 특성이다. 

<표 5> 독립변수(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특성(전체 응답자)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
3.04 .91 -.159 -.280

초 자연적귀인 2.34 .81 .305 -.068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
2.61 .89 .000 -.413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 변수의 평균은 3.04 이고 표준편차는 .91로 나타났

다. 왜도는 -.159, 첨도는 -.280이었다.

  초 자연적귀인 변수의 평균은 2.34이고 표준편차는 .81이었다. 왜도와 첨도는 각

각 .305와 -.068 이었다.

  스트레스성 생활사건귀인 변수의 평균은 2.61, 표준편차는 .89였다. 왜도는 .000, 

첨도는 -.413 이었다.

  Kline(2011)에 따르면,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Kline, 2011). 상기 서술한 변수 모두 

정규성을 충족한다.

  본 연구의 연구 자료는 입소자와 입소자 가족의 응답이 같이 들어 있으므로, 추

가적으로 입소자와 입소자 가족의 응답을 분리하여 응답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여 

보다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자 한다. 다음 <표 6>은 입소자와 가족 응답의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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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독립변수(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특성(입소자와 입소자 가족 분리)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t17)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

입소자 2.98 .93
-5.125 ***

입소자가족 3.23 .82

초 자연적귀인
입소자 2.34 .84

-0.765
입소자가족 2.37 .72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
입소자 2.54 .91

-6.014 ***
입소자가족 2.83 .77

*p<.05, **p<.01, ***p<.001

  응답자 집단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 수준은 입소자(평균=2.98, 표준편차

=0.93)보다 입소자 가족(평균=3.23, 표준편차=0.82)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t=-5.125, p<0.001).

  초 자연적귀인의 수준은 입소자(평균=2.34, 표준편차=0.84)와 입소자가족(평균

=2.37, 표준편차=0.72)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실제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통계적으

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은 입소자(평균=2.54, 표준편차=0.91)보다 입소자가족(평

균=2.83, 표준편차=0.77)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집단의 차이는 독립

표본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6.014, p<0.001).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주요관계자 변수의 특성은 아래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

다. 

<표 7> 조절변수(주요관계자)의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주요관계자

입소자 1280 77.2

입소자가족 379 22.8

전체 1659명 중 입소자는 1280명으로 전체의 77.2%, 입소자가족은 379명으로 

22.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 <표 8>은 종속변수인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 선호의 빈도와 비율을 입소자

17) t 값은 모두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통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의 값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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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입소자가족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표를 작성한 것이다.   

<표 8> 종속변수 응답의 입소자-입소자가족 교차분석표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계

입소자 333(26.0%) 602(47.0%) 345(27.0%) 1280(100%)

입소자가족 233(61.5%) 54(14.2%) 92(24.3%) 379(100%)

계 566(34.1%) 656(39.5%) 437(26.3%) 1659(100%)

χ² 188.060 ***

  응답자 전체 1659명 중 정신요양시설을 선호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566명(34.1%)이

었고 정신의료기관을 선호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656명(39.5%)이었다. 그리고 정신재

활시설을 선호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437명(26.3%)이었다.

  입소자의 응답은 정신의료기관이 1280명 중 602명(4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신재활시설(345명, 27.0%), 정신요양시설(333명, 26.0%) 순으로 많았다.

  입소자가족의 응답은 정신요양시설이 233명(61.5%)로 가장 많았고, 정신재활시설

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92명(24.3%) 정신의료기관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54명(14.2%)

로 가장 적었다.

  그리고 입소자 집단과 입소자가족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χ²=188.060, p<0.001). 

  다음으로는 주요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서는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하였다. VIF 값이 10을 넘을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Myers, 1990),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모

두 기준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요 변수들의 

VIF값은 아래 <표 9>과 같다.

<표 9> 주요 변수의 VIF 값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입소기간 스티그마
초자연

적귀인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

주요관

계자

VIF 1.024 1.165 1.022 1.508 1.105 1.352 1.894 1.89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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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문제 검증

  본 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연구문제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연구 질문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 변수가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 질문인 두 가지 귀인 변수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세 번째 연구 질문인 주요관계자 변수

에 따른 시설운영방식 선호 차이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연구 질문인 독

립변수가 시설운영방식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변수에 의해 조절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각 연구문제에 대한 검증에 앞서서, 전체 모델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2LL(Log Likelihood) 값을 확인하였다. 전체모형의 –2LL값은 3333.611이고 p값

이 0.001보다 작게 나타나 전체모델의 모형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8). 

  아래 <표 10>는 4가지 연구문제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19).

18) 일반적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Cox & Snell R-square 값을 제시하

지만,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해당 값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라고 해석 할 수 

없기 때문에(김태근, 2006)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2LL 값만을 제시하였다. 

19) <표 10>은 전체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각 연구문제의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검증 결과는 

맨 마지막 [별첨 1]로 수록하였다. 이는 타 독립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계적 다소 상이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본문에 수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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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연구 결과표

변 수 B S.E Exp(B) Wald

정

신

의

료

기

관

절편 1.081 .312 11.982 ***

독립변수

스티그마 -.198 .078 .820 6.438 *

초자연적귀인 .235 .104 1.264 5.138 *

생활스트레스귀인 -.167 .094 .846 3.131

조절변수

주요관계자

(0=입소자)
-1.964 .202 7.126 94.773 ***

스티그마*주요관계자 -.490 .212 .612 5.329 *

초자연적귀인

*주요관계자
-.021 .268 .980 .006

생활스트레스귀인

*주요관계자
.210 .255 1.233 .678

통제변수

성별(1=여성) -.516 .127 1.675 16.413 ***

연령 -.010 .007 .990 2.267

학력(1=고졸이상) -.106 .139 1.112 .581

입소기간 .002 .001 1.002 5.354 *

결혼상태(1=유배우상태) -.015 .168 1.015 .008

정

신

재

활

시

설

절편 1.208 .323 14.025

독립변수

스티그마 -.063 .087 .939 .526

초자연적귀인 -.030 .115 .970 .070

생활스트레스귀인 .033 .104 1.033 .098

조절변수

주요관계자

(0=입소자)
-.951 .186 2.589 26.234 ***

스티그마*주요관계자 -.228 .186 .796 1.501

초자연적귀인

*주요관계자
.167 .229 1.182 .534

생활스트레스귀인

*주요관계자
.053 .218 1.055 .060

통제변수

성별(1=여성) -.475 .136 1.608 12.290 ***

연령 -.021 .007 .980 9.144 **

학력(1=고졸이상) .058 .144 .944 .161

입소기간 .000 .001 1.000 .176

결혼상태(1=유배우상태) .052 .175 .949 .089

-2 Log likelihood 3333.611 ***

*P<.05, **P<.01 ***P<.001; 기준집단: 정신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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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가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 선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연구문제1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운영방

식의 선호 차이를 살펴보고자 통제변수를 포함한 타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정신

요양시설 운영방식의 선호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의 선호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xp(B)=0.820, p<0.05). 구체

적으로, 스티그마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정신의료기관 대비 정신요양시설을 선호

할 승산(odds)이 18% 증가하게 된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스티그마가 지역사회 통합

을 가로막고(이유리, 2001; 김소임, 1999; Leff and Warner, 2006; Walsh, 2000; 

Carling, 1995)  사회적 고립을 불러오며(안승섭, 1992; Verhaeghe  et al., 2008; 

Steadman et al., 1989), 다양한 경로로 정신과적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감소시킴(Alvidrez et al., 2009; Fung et al., 2008; Fung et al., 2007; Watson et al., 

2001)을 주장한 기존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티그마 수준과 정신재활시설 대비 정신요양시설의 선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EXP(B)=0.939, p=.468). 정신재활시설 대비 정신요양시설을 

선호하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면 스티그마가 불러오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해석이 

보다 선명해 졌을 것이지만,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 외에, 성별변수가 유의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대비 

정신요양시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각각 EXP(B)=1.675, p<0.001, 

EXP(B)=1.608, p<0.001) 연령변수가 유의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정신재활시설 대비 

정신요양시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XP(B)=0.980, p<0.01). 또한 입소기간

이 길수록 정신요양시설 보다 정신의료기관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EXP(B)=.990, p<0.05). 

  성별은 기존 연구에 따라 스티그마 수준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기도 하고 유의

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일 때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높은 연령일수록 사회적 기능의 하락, 사회적 지지체계의 소실을 가져오고 

그에 따라 퇴소의지를 감소시킨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

다. 입소기간은 연령과 마찬가지로 기존연구에서 장기화 될수록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었으나(민소영, 2009; 이영문 외, 1998), 본 연구에서는 매우 낮

은 승산이지만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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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신장애에 대한 귀인이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 선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연구문제2인 정신장애에 대한 초자연적 귀인과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의 선호 차이를 살펴보고자 타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 통제변수를 모두 통제한 상황에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자연적 귀인이 높을수록 정신요양시설 대비 정신의료기관을 선호할 

승산이 2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XP(B)=1.264, P<0.05). 이는, 정신장애를 초자

연적 귀인 할 때 치료 의지가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구(Kahng & Mowbray, 2005; 

Landrine & Klonoff, 1994)에는 다소 반하는 결과이다. 반면 '통제 불가능'과 '안정성

'의 속성을 기준으로는 박근우 등(2012)의 수정된 귀인-정서이론에 부합하는 결과이

며, Corrigan 등(2000)이 실증하지는 않고 가설의 형태로 제시한 '통제불가능-부모의

관심-격리'의 경로모델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입소자와 입소자 가족의 초

자연적 귀인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결과의 해석은 어려

워 보인다. 다만, 한 가지의 가능성을 더 제시한다면 해당 결과는 정신의료기관의 

복합적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의료기관은 외래 치료와 입원 시설의 기

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응답대상자들이 정신의료기관의 입

원 시설로서의 성격을 더 크게 고려하여 나온 결과로 보인다. 

  초자연적 귀인과 정신재활시설 대비 정신요양시설 선호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EXP(B)=0.970, p=0.792),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은 정신의

료기관, 정신재활시설 대비 정신요양시설의 선호가 둘 다 유의하지 않았다20)(각각 

EXP(B)=0.846, p=0.077; EXP(B)=1.033, p=0.754). 초자연적 귀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선호에 대한 결과가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면 유일하게 유의하게 나온 초자연적 귀

인과 정신의료기관 선호의 관계의 해석에 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유

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은 아예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 되지 않았는데, 이는 후속 연구에서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3. 입소자와 입소자가족 간의 시설 운영방식 선호 차이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3인 입소자와 가족간의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 

선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타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의 

20)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은 타 독립변수를 통제하지 않고 귀인 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델에

서는 정신의료기관 대비 정신요양시설 선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통제 후 유의하지 않은 모습

을 보였다. [별첨 1]에 해당 결과 자료를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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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입소자가족이 입소자에 비해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대비 정신요양

시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EXP(B)=7.126, p<0.001, EXP(B)=2.589, 

p<0.001).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정신장애인의 가족이 보호 상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요양시설 등의 입소시설에 장기 입원시키고자 하는 의향이 높았고(김문근·하

경희, 2016; 최정규 외, 2013; 차선경 외, 2013; 서수경 외, 2009; 김문근, 2009a; Lee 

& Park, 2014)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도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약 

60%가 퇴소를 원하나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포착 되는 등(조한진 등, 

2017) 보호자가 시설 수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와 귀인이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4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와 두가지 귀인이 정신요양

시설 운영방식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요관계자 변수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자 각 독립변수와 주요관계자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만들고, 타 변수를 통제한 상황

에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스티그마와 주요관계자 변수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

는데(EXP(B)=0.612, p<0.05), 조절효과를 명확하게 보기 위하여 Aiken and 

West(1991)의 방법에 따라 상호작용 그래프를 아래 <그림 3>과 같이 그려 그 효과

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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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티그마*주요관계자 상호작용 그래프

  그 결과, 전반적으로 입소자의 스티그마 수준이 높은 가운데 입소자는 스티그마 

수준에 따라 선호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입소자 가족은 스티그마가 높을수록 정

신의료기관 대비 정신요양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입소자의 스티그마를 확인하고 개선하려는 기존의 실천적, 정책적 접근을 

지지하지 않으며, 입소자가족의 스티그마를 개선하려는 교육, 캠페인 등의 접근이 

입소자의 퇴소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정신보건을 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스티그마 * 주요관계자'변수의 정신재활시설 대비 정신요양시설 선호 

(EXP(B)=0.939, p=0.468), '초자연적귀인 * 주요관계자' 변수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재

활시설 대비 정신요양시설 선호(각각 EXP(B)=0.980, p=0.939 / EXP(B)=0.970, 

p=0.792),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귀인 * 주요관계자' 변수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

시설 대비 정신요양시설 선호(각각 EXP(B)=1.233, p=0.410 / EXP(B)=1.055, p=0.806)

의 조절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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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논의 및 결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나 정신장애에 대한 귀인 등 정신장애 인

식이 정신요양시설 발전방안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선호도가 

정신요양시설의 주요 관계자인 입소자와 가족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의 선호 차이가 있는가? 둘째, 정신장애에 대한 초자

연적 귀인과 생활스트레스 귀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의 선호 차이가 있는

가? 셋째, 입소자와 가족 간에 정신요양시설 시설 운영방식의 선호 차이가 있는가?   

넷째,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와 귀인이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 선호에 미치

는 영향이 입소자, 가족 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Aiken and West(1991)의 방식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의 검증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성별, 연령, 학력, 현 

요양시설 입소기간, 결혼상태의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스티그마를 독립변수

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는 정신요양

시설 운영방식의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가 높을수록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대

비 정신요양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성별, 연령, 학력, 현 

요양시설 입소기간, 결혼 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초자연적 귀인과 생활스트레스 

귀인을 독립변수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초자연적 귀인만이 정신

요양시설 운영방식의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신장애에 대해 초자연적 귀인을 하는 경우에는 정신요양시설 대비 

정신의료기관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스트레스 귀인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의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성별, 연령, 학력, 현 

요양시설 입소기간, 결혼 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주요관계자 변수를 독립변수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의 선호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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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입소자가족이 입소자

에 비해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 대비 정신요양시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네 번째 연구문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스티그마, 초자연적 귀인, 생활스

트레스 귀인 등 독립변수와 성별, 연령, 학력, 현 요양시설 입소기간, 결혼상태를 통

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스티그마와 주요

관계자 변수의 상호작용항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입소자는 스티그마 수준에 따라 선호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입소자가족

은 스티그마가 높을수록 정신의료기관 대비 정신요양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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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와 그 가족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정신요

양시설 운영방식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 입소자와 입소자 가족 

여부에 따라 조절효과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사회정신보건의 흐름 속에서 연구, 정책적으로 소외받아온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자를 조명하여, 입소자의 특성과 시설 선호에 대한 의사를 확

인하였다. 현재의 연구와 정책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신재활

시설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위한 시설의 연구(김재순, 2011; 배성우 등, 2011; 김이

영·배성우, 2008; 김이영, 2006; 배성우·김이영, 2005; 이용표, 2000; 김철권 등, 

1998; 최지욱 등, 1997)나 중증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적응에 관한 연구(윤

숙자·박미진, 2008; 정선혜 등, 2008; 김시내, 2004) 가 주를 이루고 있다. 상대적으

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연구는 빈약하였으며, 특히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입소자를 대상으로 입소자의 선호에 대해 확인한 연구는 미비하였

다. 본 연구는 전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스티그마와 

귀인 등 입소자의 인지적 선호의 특성을 확인하고 시설 운영 방식 선호와 연결시켜 

입소자를 위한 시설 운영 방식 모색과 입소자에 대한 개입의 근거를 모색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인지 이론이 제시한 인지-선호(행동)의 관계를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와 가족의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인지이론은 개인이 외부 환경에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여 지식을 획득하는 심리적 과정인 인지(이정균, 1981)가 개인의 생각, 

감정, 나아가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

요양시설 입소자와 입소자가족이 정신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지(스티그마), 정

신장애에 대해 갖고 있는 인지(귀인)이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 선호' 라는 행동의 

선행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정신요양시설을 운영방식에 대한 주요이해관계자인 입소자와 입

소자가족의 선호 차이를 검증하고, 인지가 차별적으로 선호에 작용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가족이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의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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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김문근·하경희, 2016; Lee & Park, 2014; 최정

규 외, 2013; 차선경 외, 2013; 서수경 외, 2009; 김문근, 2009a; 장홍석, 2009). 또한 

정신장애인의 증상의 정도나 가족의 낮은 경제 수준, 취약한 사회적 지지체계 등 

객관적 상태에 따른 입소 욕구는 확인되어 왔다(장옥진 외, 2015; 최정규 외, 2013; 

조성진 외, 2006).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입소자 가족의 의향만을 확인하

는 것이 아니라 입소자와 입소자가족의 선호 차이를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주관적

인 인지가 입소자와 입소자의 선호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주요관계자의 범위와 인지 속성을 확장한 후속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2. 실천적 함의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와 입소자

가족의 스티그마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티그마 수준이 높을수

록 지역사회 재활을 기피하고 정신요양시설에 머물고자 하는 선호가 크게 나타났

다. 이는 스티그마를 낮추는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신장애인에 대

한 스티그마는 인지적 고정관념과 정서적인 편견,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행동적 

차별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Penn & Martin, 1998). 그 결과, 정신장애인

의 스티그마는 타인에 의한 차별과 정신장애인 스스로의 위축과 같은 부정적인 행

동을 낳게 된다(김성용·강상경, 2012). 현재까지 국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

그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접근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정신질환 

차별여부 모니터링과 불합리한 법령, 제도, 행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언론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언론인을 대상

으로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설명회, 포럼등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보건복

지부, 2016), 구체적이지 않은 목표 수준의 활동이 대부분이다. 

  김성용과 강상경(2012)의 연구는 스티그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정신요양시설의 현

실적인 대안에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운영방식이 정신장애인의 

자기스티그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는데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방식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이념을 잘 반영하고 있을수록, 즉 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성 증

진, 입소자 인권보호, 시설 인력의 전문성 제고, 입소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제공, 

시설의 접근성 증진이 이루어질수록 정신장애인의 자기스티그마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용·강상경, 2012). 시설 자체적으로, 혹은 규모가 큰 것은 정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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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지원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통한 스티그마 수준 하향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보

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입소자 가족이 입소자에 비해 스티그마 수준에 

따라 시설 운영방식의 선호가 크게 바뀌는 것이 확인되었다. 입소자 가족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입소자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대리하고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현재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함께 보호의무자에 의

한 입원제도를 개선하는 외적인 제도 개선만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회 정

신보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소자 가족의 스티그마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정책

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와 입소자가족에게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 입소자와 입소자가족은 차별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입소자와 

입소자 가족은 모두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 주요 이해당사자

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일괄적인 접근은 옳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정신요양

시설에는 입소자와 입소자가족 이외에 시설장, 직원, 담당공무원, 지역사회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신요양시설 내외에서 상호작용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존

재하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고 각각의 이해당

사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접근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정신장애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하고자 하는 입소자들의 의사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 자료가 수집된 2007년과 2018년 현재 정신요양

시설 입소 장애인의 수는 크게 변한 바가 없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조한진 등

(2017)의 연구에서 퇴소 의사를 밝힌 입소자의 절반 이상이 가족이 동의해 주지 않

아 퇴소가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는 등 입소자의 가족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임이 확인되었다. 입소자의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의

해 당사자의 의사결정이 방해 받는 것은 장애 인권의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는 일

이다. 2008년 UN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스스로 선택할 자유,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U.N., 2006). 정부는 정신

요양시설 운영방식을 포함한 정신보건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당사자들을 포함시킴

으로써, 그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당사자들이 시설과 지역사회에

서 자율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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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자료의 한계가 명확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정신요양시설 현황조사 

결과자료는 가족이 있는 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언어 해독능력과 의사소통

이 가능한 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기에 1차적으로 대상이 선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응답 집단의 대표성이 다소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입소자와 해당 입소자의 가족 간에 매칭이 이루

어지지 않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가족의 유형이 나누

어져 있지 않아 기존 문헌에서 제기된 부모집단, 형제집단 등 가족의 유형에 따른 

상이한 선호 가능성을 검증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성을 가진 표본 집단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의 

정밀성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입소자와 가족 간의 표본 매칭을 실시하면, 입

소자와 입소자가족이 갖는 선호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의 표본수를 풍부하게 하고 가족의 유형을 설문해, 가족의 유형에 따른 

이해관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와 입소자가족의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 선호 의사결

정의 근간을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국한 시키고 있다. 선호 행위의 근간에는 

보다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것이나 변수 구성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

에 대한 인식인 스티그마와 귀인 변수만을 활용하여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 선호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수의 검증을 통해, 다양한 

실천적·정책적 접근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입소자와 입

소자가족이 원하는 서비스나 기관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제시한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정

신재활시설’에 대한 선호의 의미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특히, 정신요양시설은 시

설수용, 정신재활시설은 지역사회 수용으로 비교적 의미 해석에 어려움이 없으나 

정신의료기관은 기능상 외래와 입원이 혼재해 있어 연구 결과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가령, 정신장애에 대해 초자연적 귀인을 하는 연구대상자가 정신요양시설 

보다 정신의료기관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의 문헌 연구를 토대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호를 

확인한다면, 선호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 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정신요양시설 대비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선호가 주요 변수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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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선호를 확인한다면 주요 변수로 확인 되지 않은 이유와 

선호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를 구성하는 데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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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Residents’ and Their 

Families’ Recognition of Mental Illness 

on the Preference of Long-term Care 

Facilities Management Styles

Kim, Hyungdu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ong-term care facility is a mental health center unique to Korea that can not 

be found in other countries. Although Long-term care facilities have performed 

some positive functions, there are needs for change when consider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facilities and trends in international treaties for person with 

disabilities and mental health policies. The process of change should reflect the 

will of the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which is strongly influenced by the 

management style of the facility. However, there is few research on chang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In addition, studies conducted based on the 

intention of the residents in the research process are even more rare.

  This study, based on cognitive theory and attribution theory, (1) observes the 

effects of recognition of mental illness on the preference of long-term care 

facilities management styles and (2) the preference difference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ir families, and (3) regulation effect according to the resident and 

their family. 

  This study used the results of the survey "Long-term Development Strategie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conducted in 2007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facilities. And it was conducted on 1,280 reside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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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ilities and 379 families of residents. In this study,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analyze the dependent variable, which is a nominal 

variables of three categories, and the regulation effect was examined by plotting 

interaction effect graph using Aiken & West's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igma against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reference of long-term 

care facility management styles. Specifically, the higher the stigma, the more 

long-term care facilities were preferred to medical institutions and psychiatric 

rehabilitation facilities. Second, the preference was found to be influenced by 

attribution of supernatural causes. Specifically, when supernatural attributions about 

mental illness were found, medical institutions were preferred to long-term care 

facilities. Third, the preference of residents and their familie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Specifically, the resident's family preferred long-term care 

facilities compared to residents. Lastly, it was shown that interaction term of the 

stigma and residents/famil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pecifically, the residents 

did not change their prefer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stigma, but the 

family showed that the higher the stigma, the higher preference of long-term 

care facilities compared to medical institutions.

  This study have some limitations.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survey data. Nevertheless, this study have theoretical implications in the 

following points. This study has highlighted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residents 

alienated from research and policy. And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and preference(behavior) suggested by cognitive theory for 

residents and famili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Las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preference difference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ir families.

  This study also has the following practical 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lower 

the stigma to achieve the goals of community mental health care. And 

discriminatory intervention is necessary for the resident and their family. Lastly, 

this study showed the need for mental health policy and facility that reflects the 

will of the mentally illness.

Keywords : Long-term care facility, Congnitive thoery, Causal Attribution theory, 

Disablity Right Movement, Community mental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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