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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나, 한국에서는 가족들의
수용화에 대한 높은 요구로 인한 정신장애인의 수용화 문제가 불거
지고 있다. 인권적 측면을 포함하여, 장기간의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탈원화를 위한 과정은 지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장기 입원에 관련된 보호자 측의 요인들을 탐색함
으로써, 그들의 미충족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
해서 시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8명의 장기입원 조현병 및 조현정동장애 환자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담을 하였다. 본 연구는 Colaizzi
의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는데, 204개의 의미 있는 진
술들이 선택되어 156개의 형성 의미를 도출하였고, 17개의 소주제와
6개의 범주가 완성되었다. 결과는 가족들의 경험과 욕구를 드러내기
위하여 총체적으로 기술되었다.
우선, 보호자들은 반복되는 재발로 인하여 퇴원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정서적 고통과 재정 문제 등과 같은 수많은 부담을 견뎌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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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었다.
둘째, 보호자들은 다양한 전략으로 차별과 낙인, 그리고 오명에
대응해 왔는데, 한편으로는 직접 차별의 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개
인적 차별의 하나로써 과보호적 태도는 치료 결과에 대한 매우 높
은 기준을 갖도록 한다.
또한 보호자들은 병원이 다른 정신보건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 입원에 만족하는 것은 아
니며, 국가가 환자의 재활과 지역사회 복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보호자들의 요구는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는 상충되
는데, 이는 한국의 중요한 문화적 배경을 구성하는 가족주의에서 기
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탈원화는 병상수의 감축뿐만 아니라, 지역사
회 정신보건 체계의 굳건한 수립을 통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야
만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주제어: 현상학적 방법, 장기입원, 정신장애인, 탈원화, 질적 연구
학번: 2012-2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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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1)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의 경과는 만성적이고 재발이 잦으므로, 다양한 정도
의 사회적 기능 손상을 일으켜 사회적 역할의 수행에 있어 지속적
인 장애로 이어지기 쉽다.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는 흔히 함께 사용되
나, 정신질환은 의료적인 측면이 강하고, 정신장애는 질환의 사회문
화적 성격을 반영하는 보다 포괄적 개념이다. 따라서 최근의 문헌일
수록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보다는 정신장애인을 선호한다. 본고에서
는 정신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2) 조현병
주요 정신질환 중 장애진단 및 등록이 가능한 질환은, 조현병(정
신분열병, schizophrenia), 조현정동장애(schizoaffective disorder), 양
극성 장애(조울병, bipolar disorder), 반복성 우울장애(recurrent
depressive disorder)이다. 이들 질환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속되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과 사회적 기능의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고1) 장애가 고착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이중에서 조현병은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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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환각, 사고장애와 같은 양성증상과, 무의욕, 무동기, 무쾌감 등의
음성증상을 특징으로 하며,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쳐 발병하여 만
성화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안기는 질환이
다. 더군다나 조현병은 사회적 낙인(labeling)과 오명(stigma)이 큰
질환으로, 과거 정신분열병이었던 진단명이 조현병으로 개정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2)
3) 탈원화와 정신장애인 권리의 확대
세계에서 유례없이 단축적으로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는 가족의
형태를 급속히 핵가족화 시켰고, 점차 정신장애인의 부모나 형제,
자녀 등 소수의 사람들은 돌봄의 부담을 전적으로 지게 되어 정신
보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졌다. (조성진, 2006)3) 또
한 ‘재활되지 않은’ 정신장애인의 생산성이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감소하여 소수의 가족들에게 더욱 큰 짐이 되었다. (서동우, 2010)4)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그 목적이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
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로의 복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5) 이후
정신보건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의 중심이 되기 위한 정신보건 센터가 설립되었고, 계속입원 심사제
도가 도입되어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를 통해 장기 입원을 견제하였
다. 또한 2014년 1월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계류 중인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6)은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을 바꾸
고,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하며,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의 요건 강화, 최초
퇴원 심사 주기 단축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까지의 흐름을 압축하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의 신장’이라고 볼 수 있다.
탈원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정신장애인 보호형태가 기존의 시
설 수용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 밖에서의 보호를 의미한다. 탈원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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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에 나타나서 1960년대에 지역 사회정신운동과 수렴된 철학
이고 과정이며(Mechanic, 1992)7) 이미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요, 정신보건 분야의 공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탈원화는 두 가지의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여러 논자
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지점인데8), 그것은 의료기관(특히 정신병
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최소화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
비스의 개발이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법규들의
개정과 지역 기반 보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Bentley, 2002;
김연희, 2006, 재인용)9) Mechanic(1990)10)에 따르면, 1955년 약 56만
명에 달했던 미국의 정신병동 입원 환자가 1990년에는 11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장기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고, 재입원 장벽을 높
임으로써 가능하였다.
영국의 탈원화는 1959년 지역사회 서비스 범위 확대를 포함한 정
신보건법 의지표명에서부터 대형정신병원의 단계적 폐쇄로 이어져,
1980년대 이후에는 다수의 정신장애인들이 가정과 숙박시설, 친척집
등에서 살게 되었다.(Nettleton, 1997)11)
뉴질랜드의 경우,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대형정신병원 중심에
서 1970년대 이후 점차 ‘최소한의 규제’를 강조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서동우, 2005)12) 또한 강제치료가 필
요한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치료 명령을 내리고, 정신장애
인에 대한 차별을 불법으로 간주하여,(서미경, 2007)13) 정신장애인들
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
4) 한국의 역탈원화 현상과 장기입원
2010년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입원기간의 중위수는 248일에 이르
고(이영문 외, 2010)14) 평균 재원기간인 21-38일 수준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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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들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편이다.(OECD, 2008)15) 세계적
인 추세와는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기입원은 정신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 적응 능력의 퇴보를 가
져오게 하고, 심리적 위축을 일으키며, 지역사회 복귀에 대한 양가
감정을 낳음으로써 지역사회 적응을 더 어렵게 한다.(이영문 외,
1998; Barton, 1959; Bloom, 1984, 재인용) 또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
이 이들과 실제 접촉할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이용표, 2004)16) 정
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
제가 굳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정신보건법의 제정 이후 오히려 장기 입원이 고착화된,
‘역탈원화’의 원인에 대한 연구들도 꾸준히 이어져왔다. 우선 황성동
(1996)17)은 재활치료와 같은 정신과 진료에 대한 수가 항목과 청구
회수의 제한을 들었으며, 김연희(2005)18)는 의료비의 제 3자 지불
방식에 따른, 최정규(2013)19)는 의료급여 1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였다. 또한 이용표(2005)20)는 장기입원을 정신의학의 의료적
관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병원들의 이해관계의 합작품으로
설명하였다. 그 외에 보호자에 의한 비자의 동의입원의 긴 허용일수
(이명수, 2009)21), 부족한 사회재활서비스(서울광역정신보건센터,
2007)22), 끝으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 (신영전,
2004)23) 등이 지목되어 왔다. 각각 옳은 분석이라고 판단되나, 이러
한 요인들이 어떠한 기전(mechanism)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 현
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아직 적당한 모형은 나오지 않았다.
국내외 연구들에서 밝혀진 장기입원과 연관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진단명(조성진, 2006; 장홍석, 2009)24), 사회경제적 상태(최정
규, 2013), 지불 수단(Kiesler외, 1990; 최정규, 2013)25), 결혼상태와
높은 연령(조성진, 2006) 등으로 조현병, 가족이 없거나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은 경우, 의료급여 1종인 경우, 비혼인 경우, 고령의 환자
일 경우 재원기간이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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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호자 요인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
현재 정신보건법 24조에는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
의 동의에 의한 비자의 입원이 허용되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의 자의입원의 비율은 13.8%로 일본의 64.2%에 비해서도 낮다.(보
건복지가족부, 2008)26) 또한 일본의 경우 보호자에 의한 비자의 동
의입원의 퇴원 심사주기가 1개월인데 반해27) 우리나라는 6개월이다.
이는 보호자 요인이 강하게 작동한다면 6개월의 입원이 가능하다는
뜻이 될 수 있으며, 6개월 이후 다음날 재입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호의무자들의 퇴원에 관한 권한도 매우 강력하여, 정신보건법상
치료가 안 된 환자라 할지라도 보호자가 원하면 주치의는 즉각 퇴
원을 시켜야 한다. 따라서 장기입원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할 때 보
호자측 요인은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퇴원 심판명령제의 추적결과 28%가 하루 만에, 33%가 7일
만에 재입원한 것으로 나타나(이명수, 2009)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신보
건법 제 24조를 폐지하지 않으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강화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제정이후 정신과 전문의 수가 증가하고 정신
장애인의 병원 내 수용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이용표, 2005) 하여,
정신보건법 제정 이전에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공존해
오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기도원이나 미인가 시
설에 수용되어 있던 정신장애인들이 횡수용화 되었고(조성진, 2006),
기존의 정신요양원들의 일부는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정신병원으로
전환(서동우, 2010)한 것이다. 다른 일개 연구에 따르면, 연구 대상
- 5 -

인 보호의무자들이 강제로 심판위원회에 의한 퇴원명령이 날 경우
단 23.5%만이 집에서 외래치료를 받겠다고 하였고 나머지는 횡수용
화를 원하였다.(장홍석, 2009) 즉, 정신보건법 24조만 폐지된다고 하
여,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잘 적응하고 공존할 것이
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또한 이수정(2013)28)에 따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군과 재원 환자군은 입원
횟수는 차이가 없었으나 지난 2년간의 입원 기간의 중위수는 각각
4개월, 16개월이었다. 같은 법 제도 아래에서도 입원 일수의 차이가
크다는 점은, 장기 입원 문제가 단순히 법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복
잡하고 다양한 기전의 결과라는 점을 보여준다.
요컨대 현재 정신장애인의 의료기관 내 장기수용의 문제의 배후
에는 정신장애인 가족으로 살아온 보호자의 요구와 미충족 필요가
놓여있을 가능성이 있고, 장기입원 선호는 그것들을 해결하려는 왜
곡된 방식일 것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어떤 부담을 지고
있고, 어떠한 좌절을 겪어왔으며, 어떻게 극복하려 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로로 장기입원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탈원
화를 위한 아주 기초적인 작업일 수 있다.

(2) 연구 목적
1) 정신장애인 장기입원 보호자 요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
후술하겠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희소하
며, 장기입원의 보호자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접근으로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를 통하여, 보호자 요인들에는 어
떤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떤 과정과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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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는지를 분석한다.
2) 보호자들의 요구와 미충족 필요 파악
본 연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장기입원의 기저 원인에는 보호자
들의 드러나지 않은 요구와 미충족 필요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그것들에 대해 밝힌다. 물론 보호자의 필요와 요구가 정신장애인 당
사자의 그것을 대리할 수 없는 것처럼 당연히 그 역도 성립한다. 정
신장애인 가족의 경험은 당사자의 그것과 구분되며, 개인의 정신질
환이 어떻게 장애가 되어 가족 구성원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보
여준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에 크나큰 영향력
을 행사하는 이들이 진정 어떤 욕구를 갖고 있고, 어떠한 좌절을 겪
어왔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사회적 오명 뒤에 숨어 있
는 그들의 요구를 우선 판단 없이 듣고. 이들에게 진정한 필요를 말
하는 목소리를 돌려줄 수 있다.
3) 향후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정책적 자료로서 이용
현재 정신장애인의 가족들이 정신보건법상 비자의 동의 입원 권
한을 남용한다고 이들을 쉽게 비난할 수는 없다. 일각에서처럼 ‘보
호자의 편의를 위한 입원’이라는 딱지를 붙이기(labeling)에는 이들
이 오랜 시간 별다른 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견뎌온 각종 부
담과 낙인과 오명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탈원화가 큰 부작
용과 반발 없이 정착되기 위하여 사회가 이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그 같
은 작업을 고민하는 학계나, 보건당국, 정신의료기관이나 사회복귀
시설의 치료진들에게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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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고찰
(1) 정신질환 보호자 부담에 관한 연구
보호자의 부담이란 단순하게 정의내리기 힘든 개념이다. 흔히 가
족이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경
제적, 신체적 영향력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그것의
영향력과 결과라는 차원에서 정의되었는데, 주로 초기의 연구자들이
그러하였다.(Awad, 2008)29) 여기에는 주관적 부담과 객관적 부담의
두 개의 구성요소가 있는데, 객관적인 부담이란 ‘환자의 병 때문에
가족생활에서 방해적 요소로 발생하는 것’이며, 주관적 부담은 ‘부담
이 주관적으로 전달되는 느낌’이다. (윤호경, 200730); Awad, 2008;
Hoenig& Hamilton, 1966, 재인용) 윤호경(2007) 등에 따르면, 조현
병 환자를 둔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첫째, 환자를 이해하기 힘들어하
고, 둘째는 가족 내의 불화합이 심화되며, 셋째 죄책감을 갖게 되고,
넷째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가족과 환자가 고립된다고 한
다. 이러한 조현병 환자 가족이 겪는 부담은 탈원화 운동 초기인
1955년 Clausen과 Yarrow등이 최초로 보고하였으며, 이후 탈원화가
한창인 1970년대까지 그다지 많지 않은 저자들이 조현병 환자의 가
족들이 겪는 부담에 의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에 주목하였
다.(Awad, 2008) 탈원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는 이전보
다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졌다. 우선, 환자와 돌보는 사람의 성별
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여자 환자보다 사회적 기능의 저하가
더 심한 남자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더 부담이 크다(Scazufcu,
1996)31) 돌봄의 부담은 주로 어머니, 여자 형제나 부인과 같은 여성
들이 지고 있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90%가 어머니들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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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의 주보호자가 60세 이상, 33%가 70세 이상이었다고 한
다.(Awad, 1999; Awad, 2008; 재인용)
그 외에 해당 가족의 인종과 문화적 측면의 쟁점들이 연구되었는
데, 각 연구 결과들은 인종적, 문화적 차이가 부담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나, 뚜렷하게 일치되는 결
과는 없다. 그런데 최근 칠레에서 시행된 한 연구32)에 따르면 선진
국에 비하여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가족 부담과 건강과 기능상의
영향을 보였다. 이로 보아 해당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배경
이 가족의 부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증상군에 따른 가족들의 부담 역시 연구되었다. 여러 연구들
에서 망상과 환청과 같은 양성증상들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하였는가 하면(Woltraus, 200233), Magliano, 199834)), 다른 연구들에
서는 음성증상이 더 많은 괴로움을 준다고 하였다.(Dyck, 1999)35)
후자의 주장에 따르면, 음성증상은 증상보다는 게으름과 의지 없음
으로 인식이 되어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나, 양성증상은 증상으로
쉽게 인식이 되어 가족들에게 고통을 덜 준다는 것이다.(강동호,
1995; Terkelsen, 1987, 재인용) 당연하게도 양성증상, 음성증상 할
것 없이 증상의 경중만을 놓고 비교하였을 때는 증상의 정도가 심
할수록 부담은 더 커진다.(Mors, 199236); Woltraus, 2002)
Awad(1999)에 따르면,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에 따르는 부정적인 영
향들 중 가장 빈번하게 호소하는 것으로는 가족들의 사회적 활동의
감소, 가족 구성원들끼리 자주 싸우고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는 것,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우울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곤혹스러움,
경제적 곤란 등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들에서는 보호자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환자에 대
한 가족들의 태도나 역할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가 점차 이들이 느
끼는 부담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이 하나 둘씩 늘어갔다. 강동호
등(1995)37)의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 어머니가 느끼는 부담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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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족들에 비해 가장 컸다고 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부
담은 더 커졌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족들의 객관적 부담은 괴
이한 행동, 사회적 철회, 공격성 순이었다고 하며, 주관적 부담은 가
엾게 느낌, 후회, 분개함, 자신이 죽은 뒤에 대한 염려, 죄책감 순이
었다고 한다.
이후 김철권 등(2000)38)이 조현병 환자의 주 보호자와 형제, 자매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보호자와 형제 자매간 느끼는 주관적
부담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형제, 자매의 경우 양
성증상 행동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주관적, 객관적 부담이 더 컸고, 가족교
육을 받은 가족들의 경우 부담의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고 한다.
한편 김세윤(2004)39)은 가족 구성원들 중 어머니가 느끼는 부담감
과 대처방안에 관해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어머니
들은 자녀의 정신질환이 있기 전부터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며, 질
환을 인식하면서 방황기에 접어들어 정신적인 부담감을 본격적으로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혼자서만 자녀의 양
육을 책임질 때 부담감이 증폭되었으며, 남편이 도와주거나 종교생
황에 의지하면 줄어들었다. 또한 이들은 지속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
는 가족들을 만나는 등 사회적 지지를 바랐으나, 현실적으로 지역의
정신보건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을
보고 실망하였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지지 받는 것에 대한 기대 없
이 도로 자녀 치료에만 집중하게 되었다고 한다.
비교적 최근의 윤호경(2007) 등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 대부분
이 저소득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보다도 걱정 등의 정
서적 부담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편, 같은 연구에서 보호
자들이 원하는 정신보건 서비스는 사회 재활적인 서비스도 있었지
만 응급 및 위기관리 서비스와 입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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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국내 연구들에서 시사하는 바는, 우선 현재 조현병 가족
들, 특히 어머니들이 더 큰 부담을 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며, 그렇다고 형제, 자매들이 느끼는 주관적 부담이 작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사회에서 제공되는 지지기반이 약하
기 때문에, 타인이나 사회에의 도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치료 중심
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 정신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차별, 낙인, 오명에
관한 연구
1) 정신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차별, 낙인, 오명에 관한 국외 연
구
우선 차별(discrimination)이란, “사회적으로 정의된 특정집단의
구성원(들)이 그(들)집단에 속한다는 이유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특
히 부당하게) 대우받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Krieger, 2002; Jary&
Jary, 1995:169, 재인용)40) 이에 비해 낙인(labeling)이란, Link와
Phelan(2013)에 따르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로 규정짓는 행위인
데41) 흔히 차별받는 집단과 부정적인 특성이 연결된다. 끝으로 오명
(stigma)은 결함으로 각인되는 코드나 표상을 지닌 자가 정상인보다
낮게 취급되어 점잖은 사회에서는 기피되는 것이다.(Reeder, 2008;
Goffman, 1963, 재인용)42)
흔히 낙인(labeling)과 오명의 영향은 해당 집단을 향해서 가해진
다고 여기나, 정신장애인들의 가족들 역시 편견과 차별을 느낀다는
보고들은 많다. Goffman(1963)은 편견과 차별이 낙인이 찍힌 집단에
속한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오명(stigma)를
Courtesy stigma로 정의하였다.
Corrigan(2004)43) 및 이전의 다수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신장애
- 11 -

인의 가족 구성원들은 당사자로부터 얼마간 “오염된”것으로 간주된
다고 한다. 그리고 가족 관계에 따라 겪는 오명의 내용도 차이가 있
는데, 우선 부모의 경우 대중들, 심지어 치료진으로부터도 정신질환
의 원인제공자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Corrigan, 2004;
Phelan et al. 1998, 재인용) 이에 비해, 형제나 배우자들은 증상이
빨리 소실되도록 잘 돌보지를 못하는 존재로 여겨진다고 한다. 비록
약물치료와 생물학적인 접근이 이들의 죄책감을 낮출 거라 기대함
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Ohaeri(2001)44)등에 따르면 정신질환 가족
들은 암환자에 비해서 40배나 심하게 낙인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한편 Gonzalez-Torres등(2007)45)에 따르면 조현병은 정신질환 중
에서도 낙인과 오명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데, 널리 퍼진 믿음과는
달리 산업화된 국가들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전통사회에서도 마
찬가지로, 두드러지게 부정적인 취급과 유형화(stereotyping)을 심하
게 겪고 있다고 하였다. 저자들은 환자들과 가족들을 나누어 초점
집단 면담을 통한 차별에 관한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에
서 조현병 환자 가족들은 차별과 낙인의 목격자가 되기도 하고 그
대상이 되기도 하며, 그 행위자가 되기도 하는 다중적인 역할을 하
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중 차별과 낙인의 대상자로서 이들은 가까
운 친지나 정신건강 전문가들로부터 비난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충분히 자신들의 말이 경청되
지 않는다고 느낀다. 또한 조현병 환자가 가족 내에 있다는 것에 대
해 수치심을 느끼고 이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한다.
상기한 국외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외부의 평판에 민감하고 가
족 중심적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의 보호자들, 특히 부모들은 ‘원인
제공자’로서의 오명으로 고통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2) 정신질환 보호자에 대한 차별, 낙인, 오명에 관한 국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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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당사자가 느끼는 낙인과 오명에 대한 연구들은 어느
정도 진행된 데 비해, 보호자가 느끼는 낙인과 오명에 대한 연구들
은 겨우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몇몇 양적 연구(민혜
진, 2014)46), 질적 연구(윤정숙, 2012; 배선희, 2013)47)48)가 시도되었
다. 윤정숙 등(2012)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부모들은 온전치 못한
자식에 대한 부모로서의 죄책감, 자존감 상실에 의한 수치심, 편견
과 차별에 의한 외로움 등을 호소한다고 하였다. 또 여기에 학습된
문화적 선입견과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화기술지 연구 등을 통해서 향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배선희(2013)는 조현병 환자의 부모와 자녀, 형제가 모두 섞인 연
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상학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들은
적절하지 못한 대처에 후회하고, 오명으로 주변인과의 관계를 상실
하였으며,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친
척들의 비난의 소리, 무서워하는 주변의 시선으로 주변과의 갈등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환자와의 관계가 단일하지 않은 5
인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집단 내부의 차이가 미묘
하게 드러나지는 못하였다.
민혜진(2014)에 따르면, 유병기간이 길고, 정신장애인의 나이가 어
릴수록, 가족의 나이가 많을수록, 정신장애인의 직업이 없을수록, 가
족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양가족의 낙인 지각이 높아지며,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낙인지각이 낮아졌다. 가족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므
로, 고연령층 가족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제공방법을 강구
해 봐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밝혀진 보호자들의 고충은 장기 입원에 있어
일부 원인이라고 추정은 해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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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장애인의 입원 장기화와 관련된 연구들
1) 정신장애인의 입원 장기화에 관한 국외 연구
구미 각국에 탈원화의 움직임이 태동한 것은 1950년대-1970년대
였다. 그 전에 장기입원의 폐해를 지적하는 연구들이 먼저 나왔다.
1959년 Barton은 자신의 저서에서 ‘시설신경증’(institutional
neurosis)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장기입원이 오히려 환자들
의 상태를 나쁘게 한다고 하였다. 이후 탈원화가 진행되면서, 탈원
화의 결과 및 성과를 다룬 연구들 역시 꾸준히 진행되었다.
탈원화는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사회 내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정상화, 독립, 그리고 고용의 정도를 보여주며
(Barach, 1997) 중증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
다는(McGrew,1999)49)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McGrew(1999)는 대
형 주립 정신병원을 폐쇄함에 따라 퇴원한 장기 입원 환자들의 임
상적/사회적 기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삶의 질은 지속적인 향상
을 보였고, 27%의 환자들이 12개월 뒤 재입원 하였으며 단 4%만이
24개월 뒤 감옥에 있거나 홈리스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 장기간 입
원한 환자라 할지라도 지역사회에서 적어도 더 나쁘지는 않게 지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장기입원의 요인과 원인을 다룬 최근의 연구들은 거의 눈에 띄
지 않는데, 이는 대다수 영어로 쓰여진 문헌들의 국가들이 한국보다
30-40년 전에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가 이미 쟁점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주로 80년대, 늦어야 90년대 중반에 시행된 국외 연
구들에서는 과거 입원의 횟수 및 사회경제적 지위(Munely, 1977)50),
기능상태, 자살시도 경력과 난폭행동의 정도(Caton, 1987)51), 과거
입원한 기간과 결혼상태, 신체적 건강문제 동반 시, 의료비 지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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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종류(Kiesler, 1990)17), 비자발적 입원(Mezzich, 1977)52)등이 재
원기간에 미치는 인자로 주목받아 왔다. Shen(2014)53)은 193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정신병상의 수와 정신보건 정책의 도입 시기와의 관
련성을 조사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정신보
건 정책을 수립한 후발 주자(late-adopter)들은 정신 병상 수를 더
빨리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선발 주자
(early-adopter)들과는 달리, 정책 시행에서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
고,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해 나아가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
이라고 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연구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도
후발 주자이다.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장기입원을 연결 짓는 연구
들 역시 시행되어 왔을 것이나 예상 외로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보호자의 자격요건이 더 엄격함은
물론, 입 퇴원과 관련된 보호자의 결정권한이 현재 한국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가 정
신보건법 제정의 모델로 삼았던 일본조차도, 보호자에 의한 비자의
입원의 최초 퇴원 심사 기간은 4주로, 우리나라의 6개월에 비해 짧
으며, 배우자나 친권자보다도 당사자가 지정한 후견인의 선임 순위
가 앞섬으로써 입원의 장기화에 보호자 요인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덜하다고 볼 수 있다.
2) 정신장애인의 입원 장기화에 관한 국내 연구
한편 장기입원 환자 보호자의 특성을 다룬 국내논문은 드물다. 최
근 보호자 요인을 자세히 다룬 연구로는 장홍석(2009)의 양적 연구
를 들 수 있다. 주보호자가 형제, 자매인 경우 재원기간이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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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졌는데, 이 경우 대부분 주보호자였던 부모가 고령으로 사망한
이후 형제, 자매에게 의무가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에 따
르면, 보호자들의 흥미로운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 첫째, 보호자들
은 44.9%가 환자가 거주할 공간이 없어 퇴원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
변하였으나 무료 주거시설이 퇴원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
은 50.8%였다. 둘째, 주간에 돌보아 줄 가족이 없다는 점을 퇴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답변한 응답은 68.4%였으나 주간 보호와 사
례관리가 퇴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67.6%나
되었다. 끝으로 보호자들은 71.4%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다고 답하
였으며, 49.3%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퇴원에 영향이 있다고 답하였
다. 그러나, 정책적 대안으로서의 퇴원 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도
67.2%가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이로 보아, 양적 연구에서 드러나
는 재원 일수가 길어지는 원인들은 단순히 명분일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엔 미처 파악되지 못한 다른 요인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미충적 요구와 필요라고 가정한
다면, 그 타당도는 질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할 것이다.
이호영 등(1994)54)은 입원 환자의 56-77%가 적절한 지역사회 정
신보건서비스가 있으면 퇴원할 수 있으며 20%만이 퇴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그러나, 상기한 장홍석(2009)16)의 연구에서
보호자의 관점으로 환자의 증상이 심각하다는 답변은 53.7%였다. 물
론 설문지 답변이 사회적 명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의
학적인 판단과 보호자 입장에서의 회복 내지는 ‘낫는다.’의 의미 사
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호자의 시각은 의학적
판단과 별개인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역시 양적 연구를 통해서는 밝혀질 수 없는 부분으로 질적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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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

3.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1) 표집기준
① 정신장애인 보호자
본 연구에서 표본 추출 방법은 기준(Criterion)에 의한 방법을 사
용하였는데, 기준 표본 추출이란 몇 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례들
의 질 보증에 유용한 방식이다.(Creswell, 2007)55) 그 기준을 정신의
료기관(종합병원 내 정신과 폐쇄병동, 정신과 의원, 정신과 전문병
원)에 조현병(schizophrenia)이나 조현정동장애(schizoaffective
disorder)로 지난 2년간 입원 일수가 총 1년이 넘는 환자의 법적 보
호의무자로 하였다.
김영미(1999)등은 Rud와 Noreic의 보고(1982)에 근거하여 한 기관
내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입원 수용되어 있는 환자를 장기입원
환자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은 6개월 만기 퇴원하였다가 수
일 내에 재입원하거나 타기관 전원을 가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실질
적 장기 입원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홍석
(2009)이 사용한 바대로 ‘지난 2년간 총 입원 일수가 1년 이상인 경
우’로 하겠다. 이 기준은 이수정(2013)도 연구에 사용한 바 있다.
환자의 진단명을 조현병과 조현정동장애로 국한 시킨 이유는 다
음과 같다. 만성 재발성 우울장애나 조울병도 일상 기능 수행의 수
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신장애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들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들도 조현병과 조현정동장애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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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보호자와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결과의 해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진단명을 국한 지었다.
또한 장기 입원 환자들의 대부분인 67.5%가 조현병이며, 조현병을
제외한 진단을 받은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조현병 환자의 약 40%의
재원일수만을 기록하고 있다.(장홍석, 2009) 따라서 조현병 환자들은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의 문제를 충분히 대표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의 범위를 부모나 형제로만 제한하였다. 물
론 현실적으로 부모-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전형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정과 가족관계가 존재함은 인정한다. 그러나 현재 정신과
보호 병동 입원 시 보호의무자 자격요건은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
족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형제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만 가능하다.
그런데 조현병 환자의 자녀들의 경우, 장기 입원 환자들의 가장
많은 수가 40-50대임을 감안할 때(장홍석, 2009; 최정규, 2013) 이들
의 연령은 대부분 30대를 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경험은 미인가
시설 수용에서부터 정신보건법 제정 후의 병원 내 수용화를 거친
근 20년 이상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정신장애인 보호자들 중, 연구자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들은 연구 윤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연구 대상자 선
정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그밖에 법적 보호의무자임에도 연령이나
거주지 등으로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 초발 환자
의 입원치료 중인 보호자, 보호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수준이 불
량한 경우 역시 제외하였다.
② 정신장애인 당사자
본 연구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엄밀히 연구 대상이 아니나, 자
료 및 분석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인 삼각측정
(triangulation)의 한 시도로서, 심층면담에 참여시켰다.
- 18 -

조현병 및 조현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입원 기간은 상
기한 기준을 따랐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중 연구자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들은 연구 윤리적 차원에서, 연구 참여자 기준으로부터 모두 제
외하였다. 그밖에 초발 환자이거나 자타해 우려되는 경우, 면담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 역시 제외하였다.
③ 정신보건 전문가
이들 역시 연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시
행하였다. 입원 정신질환자를 충분히 진료한 바 있는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와 과거 경력상 또는 현재 정신과 보호 병동에서 근무했
던 (하는) 정신보건 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으로서,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예를 들어 정신건강 의
학과 전문의 중 대학병원 수련 후 신규 전문의로 바로 취업한 경우
등- 경우는 연구 참여자 기준에서 제외시켰다.
2) 표집과정
연구 계획 단계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 내에 위치하는 다수의 정
신의료기관에서 대상자들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일개 기관
을 제외하고는 협조를 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 도
심에 위치한 약 280병상의 일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만 진행되었다.
장기 입원 환자의 보호자가 면회, 면담 및 교육 목적으로 내원 시
에 서면자료(모집을 위한 전단)를 배포하고, 모집 광고를 외래 대기
실에 게시함으로써 자발적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참여 의사를 밝
힌 보호자들과는 다음 약속된 내원 일시에 맞춰 면담자가 접촉하여
연구의 개요와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장기입원 정신장애인 당사자 역시 같은 기관에서 모집하였
다. 연구 담당자가 주치의를 맡은 바 없는, 장기입원 경험이 있거나
장기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외래에서의 전단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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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와, 보호병동에서의 모집 광고 게시를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자들
을 모집하였다. 연구 계획상 성별, 의료비 지불 수단을 고려한 의도
적 표집을 하려고 하였으나, 일정 관계상 의료급여 1종 남성이 대다
수를 차지하는 현재의 참여군이 모집되었다. 모든 정신장애인 당사
자는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들이 취약 집단임
을 고려하여, 입원 유형에 상관없이 민법상 보호자 의무자에게도 면
담 참여에 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담당 주치의에게는 본
연구의 목적과 면담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 후, 구두로 동의를 구
하였다.
정신보건 전문가 참여자는 상기한 두 참여 집단과는 달리, 연구자
의 지인으로부터 연구자와 일면식이 없는 정신건강 분야의 관련전
문가(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를 직접 소개받았다. 기관의
성격, 직종, 성별 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표집 하였다.
3) 특성
① 보호자
환자와의 관계 및 성별에 있어, 다소 간의 편향이 존재하였다. 부
모는 모두 어머니였으며(5인), 형제는 모두 남자형제(3인)이었다. 또
한 의료비 지불방법이 단 1명을 빼고는 모두 의료급여 1종이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형제들의 경우는 모두 중간, 어머니들은 대체로
낮은 축에 속하였다. 진단명은 조현정동장애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현병이었다. 더 이상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지 않는 포화
(saturation) 상태에 이를 때까지 연구에 참여시킨 대상자들의 특성
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정신장애인 보호자)
성별/나이

환자와의

의료보장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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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사회

A
B
C
D
E
F
G

여/63
여/75
남/70
여/69
남/58
여/73
여/77

관계
어머니
어머니
형
어머니
남동생
어머니
어머니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1종

H

남/70

형

의료급여 1종

진단명
조현병
조현병
조현병
조현병
조현병
조현병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 알코올남용

경제적상태
중상
하
중
하
중
중하
하
중

② 당사자
병동 내 모집 광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은 표
2와 같으며, 이들은 모두 의료급여 1종의 조현병 환자였고, 3인은
비자의 동의입원, 2인은 자의 입원이었다. 여자 환자는 단 1인만이
참여하였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특성 (장기입원 정신장애인 당사자)
성별/나이

진단명

의료보장종별

입원구분

임상적 특징
퇴원에 대한

A

남/53

조현병

의료급여 1종

자의

B

남/42

조현병

의료급여 1종

동의(비자의)

음성증상우세

C

여/42

조현병

의료급여 1종

동의(비자의)

신체장애중복

D

남/42

조현병

의료급여 1종

동의(비자의)

양성증상우세

E

남/49

조현병

의료급여 1종

자의

음성증상우세

두려움 호소

③ 전문가
다른 참여자군과는 달리,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면담 대상을 의도
대로 참여시키기 수월하였다. 소속기관의 특성과 직종, 성별을 고려
한 결과 표 3과 같은 참여자들이 모집되었다. 다만 이들의 연령대는
20~30대에 몰려 있는데, 이는 연구자의 지인들을 통해 이들을 소개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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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대상자의 특성 (정신보건전문가)
A
B
C
D
E

성별/나이
F/35
M/34
M/32
F/38
F/28

직종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소속 기관
정신보건센터
취약계층지원센터
공공 병원
민간 정신병원
사회복귀 시설

부문
공공
공공
공공
민간
민간

(2) 자료수집
1) 면담질문
면담 질문은 Moustakas(1994)의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질문
을 바탕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첫째는 당사자가 어떤 경험을 하였
는지이고, 두 번째는 그 경험이 어떤 의미인지이다. 이로써 3개의
참여 집단들에 대한 핵심 질문과 세부 질문 목록들이 각각 완성되
었다. 면담 대상자들의 다양한 학력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질문에 사
용한 어휘를 선택하였다.
① 정신장애인 보호자용 질문
핵심질문
1. 환자가 발병 후 현재의 입
원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일들
을 겪었습니까?

세부질문
1)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환자의 입원치
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2) 첫 입원 후 현재의 시점에 이르기까
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1) 보호자로서 겪었던 어려운 점들이 있

2. 보호자가 된 후, 본인의 삶
은 어떤 점들이 달라졌습니까?

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2) 환자의 향후 상태가 본인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합니까?
3) 앞으로 본인의 상황이 환자에게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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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줄거라 생각합니까?
1) 과거 입원치료를 통해 어떤 점들을
3. 지금까지 반복된 환자의 입
원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
니까?

기대하였습니까?
2) 현재까지 입원치료의 결과들은 어떻
게 느껴집니까?
3) 입원이 앞으로도 유지된다면 환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여겨집니까?
1) 제도나 법령,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4.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바라
고 있습니까?

바란다면 어떤 것들이 좋겠습니까?
2) 그밖에 사회의 배려(이웃, 의료기관
포함)가 필요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3) 현재 정신보건 정책 관련한 논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4 핵심질문과 세부질문-정신장애인 보호자

② 정신장애인 당사자용 질문
핵심질문

세부질문
1)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첫 입원치료에

1. 발병 후 현재의 입원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2) 첫 퇴원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

이르기까지 어떠한 일들
을 겪었습니까?

들이 있었습니까?
3)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가족들과 어떤
의논을 해 보았습니까?
1)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 후, 본인의 삶은
어떤 점들이 달라졌습니까?
2) 입퇴원이 반복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

2.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입
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는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3) 입원치료가 앞으로도 유지된다면 본인
의 삶은 어떻게 될 거라고 여겨집니까?
4) 만일 퇴원 후, 더 이상의 입원이 없다
면 본인의 삶은 어떻게 될 거라고 여겨집
니까?
5) 상황이 좋다면, 본인이 바라는 미래상

3.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바

은 무엇입니까?
1) 제도나 법령,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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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다면 어떤 것들이 좋겠습니까?
2) 그밖에 사회의 배려(이웃,의료기관 포
라고 있습니까?

함)가 필요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3) 현재 정신보건 정책 관련한 논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5 핵심질문과 세부질문- 정신장애인 당사자

③ 정신건강 전문가용 질문
핵심 질문
I. 장기 입원에 관하여 어떠한
경험들을 하였습니까?

2, 장기입원과 관련된 경험들
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3. 앞으로 어떤 개선점이나 대
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세부 질문
1)어떠한 장기 입원 사례들을 경험하였습니까?
2) 입원치료가 장기화 되면서 본인의 역할이
바뀐 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3) 장기입원 환자나 보호자와 겪었던 갈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 치료자로서 장기 입원 환자들에게 입원치료
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2) 환자의 보호자들은 입원치료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3) 앞으로도 입원치료가 유지된다면 환자의 삶
이 어떻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까?
4) 환자의 장기입원과 관련하여 내적 갈등을
경험했다면 어떤 점들입니까?
1) 제도나 법령,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바란다
면 어떤 것들이 좋겠습니까?
2) 그밖에 사회의 배려(이웃, 의료기관 포함)가
필요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3) 현재 정신보건 정책 관련한 논의들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6 핵심질문과 세부질문- 정신건강 전문가

2) 면담진행
① 면담 횟수와 진행시간
심층면담은 김영천(2012)56)에 따르면, 지나간 사건과 기억처럼
관찰이 어려운 상황이나 연구 참여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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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연구방법이다. 심층 면담을 통해서는
연구 참여자의 감정, 경험, 신념과 태도 등을 알아낼 수 있으나, 양
적인 수치, 사실적 보고, 암묵적 지식, 실제 행동 등을 얻기가 어렵
다. Seidman57)은 적어도 세 번 정도의 면담 90분씩을 통해, 첫 번째
는 생애사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 경험의 세부사항을 재구성하며,
세 번째로 의미에 대해 숙고해야 심층면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도 계획 단계에서는
45~60분짜리 면담을 3회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기입원 정
신장애인의 보호자들의 특성상 가족에 의한 면회 횟수가 적은 경향
이 있는데다, 대다수가 고령이라 긴 면담 일정을 감당하기 쉽지 않
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였다. 면담 대상자의 일정에 연구자가
맞춰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면담 시간을 조정하였
다. 가능한 3회기를 시행하도록 하되, 보호자의 사정이 정 어려우면
2회기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기 사이에 약 5분간의 휴식 시
간을 갖고 2회기를 연달아 진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Seidman
에 따르면 2회기뿐만 아니라 3회기를 편의상 연속 진행하는 것도
각각 다른 날에 1회기씩만 진행하는 것과 그 결과의 타당함에 있어
서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Seidman, 2009) 만일 3회기 면담이
가능하거나, 시간 관계상 면담이 하루에 다 끝나지 못할 때에는 2-3
일의 간격을 두고 다음 면담 날짜를 잡았다.
② 면담 장소와 세부 사항
장기 입원 환자 보호자에 대한 심층 면담은 보호자의 편의를 고
려하여 해당 병원의 보호자 상담실(진료실이 아닌)에서 진행되었으
며, 면담 시 연구자는 가운을 벗고 사복차림으로 면담에 임하였다.
연구 목적과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 후, 회기 당 45~60분의 면담
을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심층면담의 절차는 Mack(2005)등이 제시
한 가이드라인에 따랐으며, 2대의 mp3로 면담 내용을 녹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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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깊게 경청하였다. 인상 깊었던 자료는 면담이 끝나고 떠오르는
대로 노트에 기록하였으며, 참여자의 말을 연구자가 이해하지 못했
을 때는 맞는 의미인지 확인하거나 추가로 질문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녹음 파일은 일련번호로써 보관되었다가, 녹취록 작성 후 곧바로
폐기처분 되었다.
한편, 정신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심층 면담은 이들의 보호의무자
및 담당 주치의의 동의와 양해를 구하여 45~60분의 단회기로 각 병
동내의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되었다. 면담의 절차는 보호자의 경우와
같았다.
전문가 집단 면담 역시 45~60분의 단회기로, 면담 참여자가 근무
처와 가까운 곳에서의 커피숍에서 진행되었다. 구체적 면담 절차는
상기한 두 집단의 경우와 같았다.

(3) 연구 수행에 따른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의 임상 연구 윤리 위원회(IRB)의
심의, 승인 하에 참여자 모집 및 면담을 시행하였다.

(4) 자료의 분석 방법
1) 현상학적 접근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the phenomenon)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lived
experiences)적 의미를 기술한다.(Creswell, 2007) 이들의 목적은 누
군가 ‘무엇’을 경험했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알
아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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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학은 Husserl과 그 관점을 확장시킨 Heidegger, Satre.
Merleau-Ponty등의 저작에 그 철학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실증주
의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김영천, 2012) 현상학에 기반한 접근은
사회과학과 의학, 특히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에서 자주 활용된
다.
현상학적 연구에서의 중요한 특징들 중 하나는, 인간의 경험이 의
식적이라는 관점이다. 그리고 모든 사전의(presupposed) 판단을 중
지(epoche)하고 마치 모든 것이 처음인 것처럼 대하는 것이다. 또한
자료는 현상을 경험한 개인들로부터 획득되며, 설명이나 분석이 아
닌 경험들의 본질에 대한 기술 전개(Creswell, 2007; Moustakas,
1994, 재인용)가 특징이다.
본 연구는 ‘가족의 장기입원’이라는 공통의 사건을 경험해 온 대상
자들에게 그 사건의 의미를 묻고 그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상학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장기입원 환자의 보호자인 개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체험
을 해 왔는지 그대로 기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김
영천, 2012) 그 체험이란 외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식
하는 대로의 내적인 경험, 즉 장기 입원 보호자들이 겪어온 감정,
정서적 상태, 태도, 지각된 의미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연구자는 공
병혜(2004)58)가 강조하였듯이, 의료인으로서 사전에 전제하거나 갖
고 있었던 믿음과 판단, 개인적인 이론적인 편견에서 벗어나는데 최
대한 역점을 두었다.
2) Colaizzi분석59)
참여자의 확인을 거쳐 맥락적 의미가 왜곡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도출된 관점 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진술을 묶어
추상화한, ‘의미있는 도출’을 해 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자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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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함께 분석을 동시에 해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에
따라서 자료 수집과 동시에 분석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은 몇 개의 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는 개인의 경험을 판
단 없이 듣고 느낌을 얻는 것이다. 2단계는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
하는 과정, 3단계는 의미 있는 진술의 문장과 구절로부터 의미가 담
긴 문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4단계에서는 구성된 의미를 주제와 범
주로 분류하여 재조직한다. 5단계에서는 주제 모음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기술하며, 6단계에서는 가능한 근본적인 구조를 명확하게
최종적으로 기술한다. 7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통해 타당도를 확
보한다. 참여자에게 분석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며 참여자가 진술했던
의미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며 수정해간다.
3)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정과 예시
먼저 녹음한 면담 내용과 면담 당시 공책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
으로 하여 8개의 녹취록을 제작하였다. 면담 직후부터 분석이 시작
되었으며, 전술하였듯이, Colaizzi 분석의 1단계부터 3단계를 거쳤다.
전부 204개의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156개의 형성의미가 자료로부
터 도출되었다. 연구자는 분석의 1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녹취록의
각 사례들을 매회 순서를 달리하여 반복하여 읽었다. 참여자 진술들
의 전반적인 맥락과 느낌들을 파악한 뒤, 다시 장기입원 정신장애인
보호자로서의 경험과 연관된 의미단위를 추출해 나갔다. 작성된 녹
취록에서 더 이상 새로운 형성의미들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
구는 포화 상태(saturation)를 획득하였다고 보고 8명의 대상자로 종
결하였다.
의미있는 진술에서 의미단위를 추출하는 과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C가 “나는 여기서는 저 병이 낫는다고는 생각 안 해
요. 이제 틀렸구나. 낫는다고는 안 보고 집에 못 있고 병원에만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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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거든.”이라고 한 의미진술에서 도출할 수 있는 ’낫는다‘의 의미
가 ‘입원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이 문장에
서 도출된 의미는 ‘입원 전으로 상태가 복구되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음’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음엔 다른 대상자들의 진술들과 비교하
였다.
‘낫기를 바라지 않는’ 대상자 E의 이어지는 의미있는 진술에서,
“근데 팔 다리 잘라진 사람을 다시 붙일 순 없잖아요. 정신도 마찬
가지라고 전 생각해요. 조금 늦추거나 그에 대한 방향을 바꿔놓는
것뿐이지...고친 사람들 굳이 모르겠어요. 저는 제 주위에서 관심 가
지고 봤는데 고친 걸 못 봤어요.”에 주목하였다. 대상자 E는 고친다
는 것의 의미를 ‘팔 다리 잘린 사람을 (수족을) 다시 붙이는 것’이라
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복구할 수 없는 손상을 입은 사람의 이미지
와도 연결이 된다.
반대로 ‘낫는 것’을 희망하는 대상자 B와 대상자G의 진술과도 나
란히 비교하였다. 대상자 B의 진술은 “이제 얘한테 바라는 꿈은 접
고 제발 얘가 정상인으로 되돌아와서 정말 그러면은 행복이죠.”이며,
대상자G는 “빨리 나아서 집에 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완
치되었으면 좋겠어. 기적으로. 아니. 저는 기적을 바래요. 사람 일은
기적이 있더라고.”였다. 여기서 B와 G가 버리지 못하는 기대는 ‘정
상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그래야만 ‘집에 가는 것’인데 이 일은
‘기적이나 다름없는’ 즉,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다. 따라서 대상
자 C에게서 추출한 의미는 타당하다고 보았다. 표7에는 대상자(보호
자)F의 녹취록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들을 골라내어 의미를 추출
한 예시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의미단위로부터 형성된 156개의 의미를 공통된 주제별
로 연결시켰다. 이 단계를 거쳐 17개의 소주제 모음이 완성이 되었
다. 형성된 의미 단위로부터 소주제를 이끌어낸 예시는 다음과 같
다. 얼핏 유사해 보이는 형성의미들로 ‘재활치료를 당사자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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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함’과 ‘환자가 사회로부터 멀어지지 않
도록 양질의 사회 재활 서비스 연계를 강력히 요구함’ 두 가지를 들
어보자.
전자는 ‘재활 치료의 강제화’가 핵심이며, 후자는 ‘양질의 사회 재
활 서비스’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일단 후자는 보호자들의 필요가 담
겨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조기진단이나 자조적 네트워크를 바란다
는 다른 형성의미들과 같은 소주제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이에 반
해 전자에는 환자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의무에 대한 견해가 담겨 있
고, 더 나아가 여기에는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 가부장적 온
정주의)에 기반한 전제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다른 형
성 의미들인 ‘비자의 입원의 존치를 바람’, ‘적극적으로 환자 케어를
사회에서 책임 져주기 바람’ 등도 같은 전제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
들은 함께 또다른 소주제군으로 묶을 수 있었다.
상기한 두 갈래의 소주제들은 ‘보호자들이 사회에 바라는 것’이라
는 더 큰 주제로 묶을 수 있는데, 이것이 ‘보호자들의 요구와 필요’
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주제들로부터 6개의 대주제를 끌어낼 수
있었다.(표8)
그런데, 혹자는 표 8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반발과 불안을 느
낀다.’라는 소주제를 병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므로 ‘그나마
믿을 곳은 병원’이라는 대주제를 구성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는 이 소주제가 탈원화라는 필요와 보호자들의 요구 사이의
충돌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상기한 두 소
주제와 마찬지로 ‘보호자들의 요구와 필요’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
다.
표 7> 보호자 F의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형성된 의미들
의미있는 진술

형성된 의미

돈 쓸 것도 절약하고 지독하게 살죠. 지금 먹고 사는 것

보호자가

도 생채 같은 거 마늘장아찌 조금씩 먹고 반찬도 못 사

제적 부담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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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경

먹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봉사하고 살았는데, 남들은 그

음

렇게 안 사는데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잘못이

자신의

아니라도 내 마음이 허전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것 같고 억울한 느낌

삶이 실패한

요.
애들 병 있는 것 때문에 무시하는 사람도 있죠. 저 집은

자신에게

둘이나 있대. 그게 내 인생이지 자기 인생이 아니잖아

낙인과

요. 각자 자기 집안일에나 간섭하지 남의 인생에 간섭할

하며 이에 대해 분노

이유가 없소. 이상하게 주위 사람들이 흉보지요.

함.

(딸에게) 장애자 신청 하려고 하는데 오빠가 싫다고 한

환자의 여동생(보호자

다고 말하니까. 엄마 아들이니까 엄마 맘대로 하라고 하

의 딸)에게 보호자 역

고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할을 기대할 수 없음

(친구들에게 얘기)해 봤자, 흉이나 보죠. 지 자식들은 잘

낙인과

키웠으니 흉이나 보겠죠. 어떻게 자식을 키웠길래 그러

까운

겠죠.

리를 둠

무섭다니까요. 아들이오. 나 어디 간 사이에 (아들이)부

환자의

통제 불능의

엌칼로 (동생을)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시방도 여기

행동에

공포심을 느

저기 통증이 있대요.

낌

완전히 낫었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나아서 통원치료 다
니면 좋지요. 사람이 아무도 없응게. 빨리 낫어가지고
엄마랑 살았으면 좋겠다...

가해지는

오명을 인식

오명으로 가
사람들과도 거

완치에의

기대를 끝

내 버릴 수 없음

절에 까까중이 잘 봐준다고 돈 300만원씩 들어갔는데.
절에. 거기서 정신 이상 된 사람을 부모가 고치라고 데
려다 놨는데요. 원장이 시켰대요. 까까중이. 속 썩이니

미인가

시설에서 환

까 연못에 갖다 던져버려라. OO이랑 딴 애들 셋이서 그

자가

걸 갖다가 밀어 넣었대요. 그래서 죽었대요. 부모가 고

범죄에

소해가지고 공주 감호소 다녀왔잖아요. (중략) 애들 둘

인권을 침해당함

폭행을 당하고
이용되는 등

이니까 얼마예요. 600만원이니까. 거기서 많이 맞았대
요. 까까중한테서.
(전면개정안에 대한 설명함) 그러면 석 달 있다가 뺐다

비자의

가 또 해야 해요? 6개월 있는 게 차라리 낫죠. 내가 죽

간

겠어요.

함
정신장애에

정신분열은 정신분열, 보통사람은 보통사람, 그렇게 생
각하겠지. 종종 손가락질이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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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입원 기

견과

축소계획에 반발
대한 편

낙인이 부당하

다고 느낌

(5) 연구의 타당도 확보
1) 구성원 검토 작업 (Member checks)
완전하게 기술된 주제 문장과 분석의 각 단계들을 연구 참여자들
에게 보여서 이들의 최소 진술의 맥락적 의미와 일치하는지를 확인
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이 잦은 출타가 어려
운 고령층이 많아 협조가 어려워 대상자 A, B의 경우만 이 과정을
거쳤다. 대상자 C의 경우 형성의미까지 함께 확인하였는데, 대체로
애초에 연구자가 형성한 의미와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되었다.
2) 관련집단 면담
다음은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 대상자들과 긴밀한 관계
에 놓여 있다고 여겨지는 두 집단인,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정신보건
전문가들의 면담을 시행하였다. 이들의 면담 내용은 연구 대상자들
의 진술로부터 도출된 의미나 주제의 타당도의 가능성을 높이는 근
거로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김영천(2012)에 따르면, Denzin이 제안한 삼각측정
(triangulation)의 다섯 가지 종류인 방법의 통합, 연구자의 통합, 이
론의 통합, 자료의 통합, 환경의 통합 중 자료의 통합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3) 결과 분석 시 타전공 연구자에게 자문
1차로 형성 의미로부터 주제를 구성하고, 이를 다시 범주 별로 나
눈 뒤, 이를 연결하여 정신보건 분야와 관련이 없는 사회학 전공의
연구자에게 자문을 요청하였다. 논의가 끝난 후, 각 주제들을 해체
한 뒤, 다시 형성 의미들을 재분류하여, 주제를 다시 구성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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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또 한 번의 논의를 통해 다시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하
였다. 일부 다르게 구성된 주제들이 존재하였으나, 전반적인 흐름에
는 변화가 없었다.
이 방법은 Denzin이 제안한 삼각측정(triangulation)의 다섯 가지
종류 중 연구자의 통합에 해당된다 하겠다.
표 8>

대주제와 소주제 묶음

대주제

소주제
환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에 망설이다가 첫

정신장애인 보호자가 됨

입원을 결정한다.
약물 및 입원치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준적인
치료에 대안적이거나 보완적인 치료를 찾았으나
실패한다.
보호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부담을 호소해왔다.

정신장애인 보호자로서의
부담

차별과 낙인, 그리고 오명
(흉)

보호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겪어왔다.
재발을 경험하면서 퇴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된다.
부모와 형제는 입장이 다르다고 느낀다.
보호자들도 사회적 차별과 낙인, 오명을 지각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보인다.

보호자들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는다.

낫지 않는 병, 그리고 치료

특히 부모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낫는다'와
'완치'는 증상 조절 그 이상을 의미한다.
특히 형제들은 치료목표와 기대를 하향
조정하거나 체념한다.
보호자는 물론 환자도 병원 생활에 안착하기
시작한다.(체념에 의한 안주)
의료기관 외의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해

그나마 믿을 곳은 병원

생소함이나 실망감, 불신을 갖고 있다
병원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느껴지고 신뢰를
받게 된다.
장기입원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에 반발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보호자들의 요구와 필요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가족이 하던 역할을 대신
해주길 바란다.
보호자들은 그 외 다양한 대안들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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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1. 대주제 1: 정신장애인 보호자가 됨

조현병이나 조현정동 장애의 경우 짧으면 수 주, 길면 수 년 간의
전구 증상60)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보호자들이 초반에 환
자의 행동 변화나 증상 호소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
다. 그리고 가족이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쉽다. 보호
자들이 ‘가족’에서 ‘보호자’로의 역할 전환은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1) 소주제 1: 환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에 망설이다가 첫
입원을 결정한다.

조현병이 흔히 발병하는 시기는 10대 후반에서 20대이므로61) 사
춘기적 반항이나 젊은이의 방황으로 여겨지기가 쉽다.
“바로 본인이 ‘엄마 나 이상해요.’ 해가지고. 정신분열 초기에 본인
스스로 못 견디는 거야. 엄마 나 막 가슴도 울렁울렁하고 그 때 여학
생 생각도 나고 머리가 복잡하고(중략) 우리 큰아들이 듣더만은 ‘우리
정신과 한 번 상담을 해봐야 되겠어요.’ ”

(보호자A, 어머니)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그 애가 ‘뭐라 그래?’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엄마가 뭐라 한 줄 알았어.’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이랬어요.“

(보호자B,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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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 경고 증상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기도 하며 여러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기도 한다.
“제가 병원에 들어갈 때 입은 옷을 그냥 입었잖아요. 그냥 그대로
입고 여름이 돼서, 땀으로 쩔고, 땀으로 쩔어서 옷이 막 가죽이 됐어
요. 가죽이 돼서 11개월이 됐어요. ‘이제 그 옷 입은 지가 11개월 됐
는데(중략) 그래도 얘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어’, ‘아니 11개월이나 안
씻었다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보호자B, 어머니)

그런데 일단 환자의 변화가 증세였음을 인정해도, 엇갈리거나 왜
곡된 정보로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도 한다.
“망설여지는 거는 정말 얘가 병원에...저희 아는 권사님 아들이 그
렇게 병원에 입원했다 죽었어요. 그 권사님이 "절대로 입원하면 안
돼, 아들 죽어. 끝내는 죽어."”

(보호자D, 어머니)

보호자가 힘들게 입원을 결정하더라도, 정보의 부족과 경제적 곤
란과 같은 또 다른 장애물들을 만나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인 경우
전문적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데, 시간적, 경제적 접
근성이 낮은데다,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의 편
견과 차별 때문이기도 하다. (Lundberg, 2007; Richman, 2007)
“입원시킬 돈은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해가지고 제가 가는 곳
은 구청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어쩌면 좋아요, 구청에 가서 도와주세
요. (중략) ** 보건소를 소개해 줘요. 그 보건소에서 여기 병원을 소
개를 해줘서 왔어요.”

(보호자B, 어머니)

(2) 소주제 2: 약물 및 입원치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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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치료에 대안적이거나 보완적인 치료를 찾았으나
실패한다.

일단 환자의 입원 치료나 약물 치료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보
호자나 환자의 불안감과 거부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특히 약물
의 부작용에 대한 당혹감이 큰데, 일부는 정신과 약물에 대한 미신
과 편견에서 기인하겠지만, 일정 정도는 치료진과의 치료적 동맹
(Blackwell, 1973)62)이 부족하거나 설명(권준수, 1997)63)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약은 그렇게 좋은 약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살이 많이 쪘어요. 엄청
많이 쪄 왔어요. 얘는 과욕하고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마 살이 너무 쪘어요.”

(보호자A, 어머니)

“‘과장님 왜 저렇게 입술을 떨고, 입술은 왜 저렇게 새까맣고 혀는
다 갈라지고...집에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살려주세요. 과장님이 살
려주셔야 돼요.’ 그러고 왔어요. 못마땅해 하세요. 그것도 자주 와서
그러니까. 저도 미안하지만 아들이 죽을 것만 같은데.”

머니)

(보호자B, 어

그러나 보호자들이 찾아낸 새로운 시도들은 대개 효과가 없거나
환자에 의해서 자의로 중단되기도 하고, 기존의 치료에 비해 월등하
지 못하다. 결국 보호자들은 약물이나 정신병동 입원에 대한 불안을
감수한 채 치료를 진행시키게 된다.
“인터넷에서 무슨 한방, 한의사 그걸 뒤지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
제 애가 좋다니까 찾아갔지. 그러니까 약을 석 달에 270만원이고, 조
절하는데 면담하면 면담비 따로고. 꽤 비싸더라구요. (중략) 또 안 좋
은 게 와서 OO병원(대학병원)으로 옮기고 그 때 정년퇴직하신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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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셨는데 내가 제발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면담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에 2번 해갖고 한 번에 1시간씩 하는데 10만원씩 드리는 걸로,
그것도 한 번 해봤던 것 같애. 뭔가 상담인가 근데 그거를 한두 달을
했는데 본인이 ‘엄마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막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한 거예요.”

(보호자 A, 어머니)

정신장애인들은 병이 장기화될수록 의료급여가 되거나, 더 저렴한
의료기관을 찾게 된다. 상대적으로 대학병원에서는 치료 저항성 환
자나, 재발이 잦은 환자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초반에
는 ‘더 잘 보는 곳’을 찾아 여러 의료 기관을 전전하는 경우들도 적
지 않다.
“어느 날 보건소에서 ## 의료원(대학병원) 정신과 30년 동안 담당한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교수님이 ‘지금 이러 이러한 환자
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좋은 약도 나왔고 좋은 주사도 있습니다.’ 그
리고 주사도 약도 비싸지도 않대요. (중략) 희망을 가졌잖아요. 막 그
냥 이제는 막 날아갈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인제 그 교수님께 부탁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써 그 병이 10년 정도 됐고요. 그
병원에서도 고칠 수 있으니까 제가 뭐 다른 거 도와줄 거 없어요.’ 딱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보호자B, 어머니)

2. 대주제 2: 정신장애인 보호자로서의 부담

(1) 소주제 3: 보호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부담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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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보호자들이 더 빈번하게 호소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
보다도 정신적인 부담이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697
명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느 연구에서, 경제적 곤란은 호소하
는 빈도순으로 볼 때 5위였으나, 1-4위는 가족의 사회적 활동 저하,
가족 간의 마찰 증가, 가족 구성원의 우울증, 당혹스러움이었
다.(Awad, 2008; Awad, 1999, 재인용) 유병기간이 긴 만성 조현병
환자들은 대체로 일차 가족 외의 친구들이 남아 있지 않은데, 사회
적 고립이 진행될수록 보호자는 생활 연령에 맞는 사회 기술을 구
사하지 못하는 환자와 지내는 것이 힘들다고 말한다.
“이제 요즘은 ‘형 말만 들을게요.’ 그러는데 또 어느 날 그럴지 모르
죠. 마음이 아프죠. 그냥 동생이니까 참자, 동생이니까...내가 나중에
너한테 막 해버리면 너는 이제 외로우니까...그래서 내가 쟤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누구하나 신경을 안 쓰니까.”

(보호자C, 형)

“근데 꼬맹이 애가 쪼그만 애를 데리고 사는 거는 잘 하고 못하는
걸 야단을 칠 수 있고, 강제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도도 심하고
망가진 애를 데리고 사는 건데 덩치는 크고 말은 안 들고, 제멋대로
고. 지금도 그래요. 가끔 집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불안 불안해

(보호자E, 남동생)

요.”

나아가 보호자들은 보호자가 됨으로써, 삶의 방향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느낀다. 보호자들이 단지 ‘가족’에서 ‘보호자’가 된 뒤
로 느낀 정서적 고통의 표현 수위는 상당하였다.
“(삶이) 많이 달라지고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왜 마음이 즐거운 게
없고.”

(보호자D, 어머니)

“그래서 지금 제가 사는 생활은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산다는 거.
그거 있어요. 제가 하도 너무 쫓기는 생활을 하다보니까 병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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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F, 어머니)
“그러면 걱정이지 집에 데려다 놔도 불이 가장 무섭더라고. 혼자 10
분이라도 놔둘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같이 있어줘야 해. 밤에 잘 수
없어.(중략) 앞으로도 아픈 상태라면 자기도 괴로울 것이다, 판단할까
봐. 희망이 없다고 자기가 자살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좋아질수록.”

(보호자G, 어머니)

또한 기존의 가족들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거나, 가족들 간의
불화가 야기되기도 하는데, 이는 또다른 정서적 부담이 된다.
Eisdorfer(1991)등64)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내의 환자 발생으로 인
해, 가족 내의 혼란이나 갈등이 초래되며, 환자를 돌보는 구성원의
부담은 더 커진다고 하였다. 이는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
구결과이나, 배선희(2013)의 정신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유사한 패턴이 확인되었다.
“아버지랑 엄마랑 사이가 더 나빠졌죠. (중략) 그러니까 엄마가 아
버지에 대해서 원망을 엄청 계속 ‘그냥 아버지 때문이다.’ 이렇게.”

(보호자E, 남동생)

“영감은 또 자식이 그렇게 되면 데리고 있지 왜 따로 돌아댕기게 했
다고 또 막...나를 못살게 해. (중략) 아들이 불안해서 왔다갔다 담배
피면서 난리를 쳐도 영감은 한 마디도 안 하고...”

(보호자D, 어머니)

한편 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은 물론, 환자가 입원해 있는 상황
자체도 보호자들에게는 정서적 고통의 근원이 된다.
“차로 갔다가 묶어가지고 사설을 불러다가 하려는데 가슴이 타들어
가고 뼈가 녹아지는 거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해. 울면서 여기 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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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고...”

(보호자D, 어머니)

“처음 입원하고는 엄마가 나를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나 엄마 얼굴
도 안 쳐다 볼 거라고 하더라고. 이제는 전혀 그걸 하지 않는데 강제
로 입원 시킨게 그거 때문에 아이가 저런가 싶어서 가슴이 아파요. 표
현은 안 했는데 강제로 시킨게 가슴 아파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
니까.”

(보호자A, 어머니)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답게 길러야 하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평생을
병원에다가 열쇠를 채워놓고 사는가,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고

(보호자F, 어머니)

너무 괴로워요.”

비록 온전한 병식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시각을 통해서도 보호
자의 여러 가지 정신적 부담과 정서적인 고통은 다시 한 번 확인될
수 있었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힘들었어요.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 나는데.
너는 안 된다고...내가 어머니한테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

(당사자A, 자의입원)

도 반성하는데, 내 정신은 아니었지만. ”

(어머니가 왜 그러셨을까요?) 음…저를 도저히 돌볼 사람이 없으
니까요.” (당사자D, 동의입원)
“

(2) 소주제4: 보호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겪어왔다.

우선 치료비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 특히 전국민 의료
보험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당시 한 달 생활비 이상을 입원비용
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OOO 뇌병원으로 처음 갔걸랑요. 근데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은 얼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는 뭐 시골에서 농사짓는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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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엄청나게 힘들죠. 그니까. 의료보험
그때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돈 다 줬죠. 일주일에 뭐 그 당시 뭐 칠
십만원 이럴 때니까 그 당시에 교사 월급 삼십만, 이십만원 할 땐데
그 때 당시 70만원 이랬죠.”

(보호자E, 남동생)

비록 환자가 장애진단을 받고 의료급여가 되더라도, 한창 일할 나
이에 발병한 환자들의 역할을 나머지 가족들이 대신 해야 하기 때
문에, 어느 정도라도 경제적 곤란을 경험하게 된다. 보호자 F의 경
우 두 아들이 장기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이다.
“돈 쓸 것도 절약하고 지독하게 살죠.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생채 같
은 거 싱겁게 담그고 마늘 장아찌 조금씩 먹고 다른 반찬도 못 사먹어
요. ...”

(보호자F, 어머니)

그런데 빈곤층에서는 환자가 퇴원하여 귀가하면,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역설이 생기기도 한다. 즉, 환자의 입원치료로 경
제적 곤란을 겪었던 가족들이, 나중에는 경제적 곤란을 내세워 퇴원
시키지 않는 것이다.
“병원에 입원하면은 환자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잖아요. 거의 환
자 보호자들이 부담금도 없으시고. 근데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은 당
장 먹거리, 주거 환경 그런 게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생각하시고는 ‘그
냥 입원해야 한다,,,퇴원하게 되면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더 먹
고 살기 힘들어진다...’ ”

(전문가A, 정신보건 간호사)

(3) 소주제5: 재발을 경험하면서 퇴원에 대한 부담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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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첫 입원 시 환자가 현격한 증상의 호전을 겪었더라도 막상 재발
을 겪게 된다면, 그만큼 당황하고 실망하게 된다.
“외래 치료를 하면서 나는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지. 또 직장에 나
가고 그랬어. 이게 글쎄 ‘엄마 다 나았어. ’ 약을 두 번 먹을 걸 한 번
먹고, 어쩔 땐 안 먹고 이것이 그러더라고. 거기서 잘못된 것 같애.
약 골라 먹고 그럴 때 속상했지 뭐. 재발된 거야. 재발되더라고”

호자G, 어머니)

(보

점차 보호자는 환자들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그 이유
중 일부는 이정섭(1998)65)의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환자의 예측
불허한 행동 때문이기도 하다.
“퇴원해서 집에 가면 발작을 하고 무서워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
요. 첫째는 가스가 위험하고 불을. 잠깐 시장을 갔다오면 이불이고 옷
이고 다 자기가 정리한다고 꺼내기만 하고 일을 만들어 놔.(중략) 자
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마음이 안 놓여. 그래서 인제 이런 흉기 같은
거 감춰놓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어요.”

(보호자G, 어머니)

보호자들에게는 환자가 급성기 때 보였던 모습들이 각인되어, 퇴원
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되고, 보호자들이 가능한 퇴원을 빨
리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
“퇴원하면 누가 알아, 까딱하면 절단 나는데. 근데 아들이 그렇게
해서 경찰을 불렀다고 옛날에는 집 앞에서 차는 안 오고....길바닥에
나가서 머리잡고 날 때려서 (중략) 내가 울면서 야단이니까 입원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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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했어요.”

(보호자D, 어머니)

이는 다음과 같은 정신보건 전문가의 진술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보호자들은 옛날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옛날에 급성기 증상, 양
성증상을 보였을 때의 모습들...약물 안 드셨으니까 누굴 팼다던지.
아니면은 가족들에게 신경질적으로 혼잣말 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지금은 그런 양성 증상들은 거의 없고
만성 음성 증상들만 있는데도 그런 모습들만 기억하면서 나는 못 본
다, 하면서

사)

두려워하시는 것도 있고.”

(전문가E, 정신보건 사회복지

(4) 소주제6: 부모와 형제는 입장이 다르다고 느낀다.

한편 부모인 보호자들의 경우 자식인 환자의 앞날에 대해 염려하
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환자의 형제들이 자신과는 입장이 다르며,
자신처럼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깨닫는다.
“딸도 이제 뭐 결혼은 시켰으니까 아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지 동생
이 저러고 있으니까 맘이라도 아파야 하는데 지한테 떠 밀까봐 아픈
애가 만약에 잘못 되거나 엄마가 죽거나 하면 지가 짐이 무겁다 그거

(보호자F, 어머니)

야.”

“형이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중략) 동생에게 따뜻한 전화도
좀 하고 해주면 좋은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맘이 쟤가 아파서 그러겠
죠? 그게 좀...마음이 안 좋고”

(보호자A,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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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신의 사후에 환자가 가족들 사이에서도 고립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되어 또다른 정서적인 고통이 된다.
“5년 뒤에도 이런 상태겠죠. 변함없이.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지면 우
리 애가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누가 면회 오는 사람
도 없이”

(보호자G, 어머니)

실제로 부모의 사후, 형제들이 주 보호자가 되면서 환자 당사자가
그 차이를 진술하는 것을 보면, 이는 매우 현실적인 불안이라고 하
겠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르죠. 만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6남매인
데, (중략) 가끔 가다 삶의 회의랄까요. 못 만나니까 얼굴이 다 잊어
지더라고요. 진짜예요. 다 바빠요.”

(당사자A, 자의입원)

형제인 보호자들도 생업과 또 다른 가정생활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측면이 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환자 돌보는 것이 시간이 없으니까 부담되죠.
회사 나름대로 일정이 있는데 동생 아프다고 빠지면 회사에서 좋아하
겠어요? 나 때문에 다른 팀을 쓰면 또 손발이 안 맞고 나는 숙련공이
고 다른 팀은 다른데서 있다가 왔는데 우리 일에 대해서 차질 있고,
내가 월급쟁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 동생을 편하게 못해주고 내 일을
봐야하니까. 그것 밖에 없어요.”

(보호자C, 형)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부모로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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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이라면,.. 나의 크디 큰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난 부모
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형님 부모는. 근데 이제 와서,
장기 입원자들 경우가 많잖아요. 그 책임을 나보고 지라하면 누가 하
겠어요. 안 하겠다 그러지요.”

(보호자E, 남동생)

3. 대주제 3: 차별, 낙인, 그리고 오명(흉)

(1) 소주제 7: 보호자들도 사회적 차별과 낙인, 오명을 지
각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보인다.

먼저 당사자의 내면화된 차별과, 지각된 낙인과 오명에 대해서는
비교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면담한 당사자들
역시 그러하였다.
“그거야 내가 병이 있으니까 바깥에 나가면 동네에서야 워낙 아니
까. 바깥에 나가면 이상하게 눌려 살았어요. 정신과 다니니까. 혹시라
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될까봐. 동정이나 그런 것 바라지는 않는데요,
다 이상한 각도로 본다면,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입원한 환자들 그렇
게 생각하는 거 많잖아요. 대부분 한 번 집을 나간다거나 싸워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거나(중략) ‘저 사람 뭐가 끼어서...’ 그럴 텐데.” (당사
자A, 자의입원)
“(‘또라이’라는 것은) 돌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는 거 보면 알잖아

요. 아 보면 아는 게 또라이죠. (중략)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보죠.
정신병자로. 진짜 지옥 같죠. 죽을 때까지 정신병자 되는 거죠. 병원
왔다갔다 하고.”
(당사자D, 동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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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무수한 연구 결과들에서 보듯이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보호자들도 차별을 받으며, 이에 대해서 개개인은 다
양한 대처 전략을 구사한다. 물론 일부는 차별과 낙인과 오명의 존
재를 부인하려 하기도 한다.
이것들을 인식하였을 때, 흔한 정서적 반응은 분노와 수치심이다.
그리고 감정 표현을 억제하거나 지인들과 거리를 두는 전략을 취하
기도 한다.
“주변의 이웃이오? 전부 손가락질 하죠. 나가면 저 미친놈 하고 손
가락질 하고 주변에서도 무서워해서 나올 거 같으면 도망가고. 뭐 내
가 집을 가지고 있고 빌라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데서는 못하
죠. 바로 앞에 나가면 다른 집에서도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을 보기 때
문에 자기들끼리 수군거리죠.”

(보호자H, 형)

“애들 병있는 것 때문에 무시하는 사람도 있죠. 저 집은 둘이나 있
대. 그게 내 인생이지 자기 인생이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 집안일에나
간섭하지 남의 인생에 간섭할 이유가 없소. 남을 흉볼 필요가 없더라
고요. 이상하게 주위 사람들이 흉보지요. 왜 애들이 하나같이 다 그러
느냐고”.

(보호자F, 어머니)
“있지요. 딸이 아픈 동안에 많이 겪었어. 왜냐하면 우리 딸 병원에

간다, 그러잖아요? 아들딸이 잘 나간다는 엄마들은 이래요. 아이구 어
쩌다가 그려? 어쩌다 그러긴 어쩌다 그래요? 운 나쁘면 아픈 것 아녀
요. 그래. 너희들은 자식들 잘 키워서 그러는구나. 나도 입장 바꿔놓
고 봐서 그랬을 것이다. 애써서 눌러. 그래야 해.”

(보호자G,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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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뚜렷하게 그 연결성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이 역
시 정신 장애인의 입원 장기화에 일조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
다.
“걔가 병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더 이상 동네를 휘젓고 지나거나 동
네 사람들 챙피하게 소리 지르지도 않고요.”

(보호자H, 형)

현장 전문가들의 진술에서도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얘 때문에 나도 힘들다. 우리 누구 결혼해야 하는데, 퇴원해서 이
러면 곤란하다. 결혼식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데리고 갈 수 없는 입
장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노

(전문가C, 정신과

출되는 것을 좀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전문의)

당연히 개개인에 따른 대처 양식은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차별과
낙인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 영향을 축소하기도 하며, 혹은 차별적
인 시선에 동조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너무 바쁘고 각자가 상대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본
인에게 피해가 없으면 정신과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
요.”

(보호자C, 형)
“제 형님이 정신장애가 있다고 해서 난 형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이 대우를 해줘야한다, 잘 대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렇냐면 지금까지도 우리 형님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왜 그렇냐면 피해를 줄 수밖에 없으니
깐. 심지어 우리 집에 그때 같이 살 때도. 우리 집이 다가구 주택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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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제가 주인이에요. 다행이. 제가 주인이다 보니깐 형님이 뭐 그냥
바닥에 드러누워 있고 계단에 눕다시피 앉아 있고, 사실 뚱뚱하고 어
떻고 키도 크고 그러니깐 사람들이 볼 때 혐오감을 느끼죠 많이. 그렇
게 앉아 있으면 무섭고 두렵지 사람들이. 그게 피해를 주는 거죠.”

호자 E, 남동생)

(보

특히 부모들이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비난은 자식을 환자로 만
들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오명은 보호자들 스스로에게 내면화되어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친구들에게 말하기)해 봤자 흉이나 보죠. 지 자식들은 잘 키웠으
니 흉이나 보겠죠. 어떻게 자식을 키웠길래 그러겠죠. 부모가 어떻

”
(보호자F, 어머니)

게...

“제 탓일 수도 있죠. 내가 세밀하게 봤다면 애 저리 안 되죠. 내가
직장생활 안하고, 사회생활 안하고 아이 자체가 저래 안 되죠. 예민하
게 못 봐주면 그렇겠죠. 챙기지도. 제대로 못 챙겨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 저렇게 안 될 애를 만들었다 생각. 죄책감이 크죠.”

(보호자A, 어머니)

“가족들이 잘못해서 저렇게 아픈 것 같애. 오빠도 잘못하고 엄마도
잘못하고. 관리를 잘 못했고. 사랑도 못 줬고. 사느라고 바빴고.“

(보호자G, 어머니)

(2) 소주제 8: 보호자들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는
다.

보호자들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는다. GonzalezTorres(2004)에 따르면 때때로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가족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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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과 오명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신장애인 당사자에
게 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행위자가 되기도 한다. 이중 흔한 유형 중
하나가 과보호적 태도인데, 본 연구의 보호자들의 진술에서도 과보
호적 태도가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과보호의 전제는 상대방이 무능
력하며, 그 판단과 결정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성을 행사하
기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외출은 개인 혼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형님 같은 경우는
좋은데도 그래도 일단 보호자가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보호자E, 남동생)

(입소시설이나 주거시설에 관해) 환자에게 안 좋지 않을까. 나가고

“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그런 생각 안 들까. 환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요.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약도 안 먹으려고 하고.”

머니)

(보호자G, 어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서로 나가서 절제를 하면 되
지만 술 한 잔 먹고 와서 다른 동료들 자는데 어수선하게 하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니까 부딪치면 싸움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보이더라구요.”

(보호자C, 형)

과보호적 태도는, 같은 정신장애인들끼리 모여 있으면 나쁜 영향
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보호자의 불안으로도 연결된다.
“그것은 힘들 것 같아. 각자 환우래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아
픈 사람들이잖아 성격이 다 틀리잖아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단기간은
가능해요. 장기간을 봤을 때는 사회 본 집에서 가족과도 생활이 안 되
는데 환우들끼리 모여서 나아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 동생을 보
면...”

(보호자C, 형)

“시설이 저렇게 낙후하니 스트레스 더 받죠. 그리고 아이들 막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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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들이 막 이렇(비만)더라고 그리고 담배 막 많이 피우고 그것도 닮을
까 좀 뭐 본인은 안 피우겠지만은 그것도 겁도 나고 ”

니)

(보호자A, 어머

다음으로 보호자들은 일반 사회에서처럼 정신장애인들이 마음이
여리고 의지가 약할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념이 부족한 사
람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의지가 왔다 갔다하는 사람
들“

(보호자C, 형)
“누구든지 마음이 강하게 산다는 거요. 저것들은 마음이 독하지 못

하고 약해 가지고요. 병이 낫기 힘들어요. 독해야 낫느니라...”

자F, 어머니)

(보호

4. 대주제 4: 낫지 않는 병, 그리고 치료

조현병에서 첫 삽화 시 약 1/3정도는 2년 이상 양호한 경과를 유
지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2/3정도는 첫 2년 내, 재발하거나, 재입
원하거나 회복되는 데 실패하게 된다.(Ram et al. 1992) 그나마 첫
삽화 시 75%정도의 환자들은 약물 치료에 양호한 반응을 보이기 때
문에(Robinson, 2005) 환자나 보호자 모두 안심하여 관리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재발을 거듭할수록 이전의 기능수준보다 낮아지는 경
우도 적지 않은데, 때로는 당사자가 그것을 느끼기도 한다.
면: “과장님은 왜 퇴원을 안 시킬까요?”
환: “제가 달라지는 모습이 안 보여서 그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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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럼 달라지면 되겠네요.”
환: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달라지고 싶은데 이전처럼 되고 싶은
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당사자B, 동의입원)

만일 애초에 보호자들이 완전 관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실제 치료의 결과에 실망하는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다.
(1) 소주제 9: 특히 부모들이 포기하지 않는, '낫는다'와 '
완치'는 증상 조절 그 이상을 의미한다.

보호자들은 ‘낫는다’ 혹은 ‘낫지 않는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렇
다면 이들이 말하는 낫는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특히 부모들의 경
우 이른바 완치에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어떤
의미일까?
“낫는다는 것은 아이가 인제 모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섬기고
어.. 뭐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대화하고 웃고, 자기 병 생각 안하고,
잘 섬기며 사는 것. 그거 하면 되는 거죠. 저는 큰 욕심 안 가집니다.
예전처럼 이제 애가 자연스럽게 웃고 밝게 자기표현을 자연스럽게 하
고 뭐 누구나 가까이 다가가고 그 부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집에
서도 이제 가족들 의심하지 않고 먹는 것도 같이...”

(보호자A, 어머

니)
“(낫는다는 건) 옛날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옛날의 착실한 모습
.빨리 치료가 되어가지고 집에서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발작을
하니까 안 하던 짓을 해서.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게 없어졌으면 좋겠
고. 생활은 하기가 힘들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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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생활의 문제고.”

(보호자G, 어머니)

보호자들이 ‘낫는다.’는 표현을 할 때, 분명한 것은 그 기준이 환청
이나 망상과, 공격적 행동과 같은 증상들의 관해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보호자들은 사회적 관계의 회복 여부 역시 ‘낫는 것’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편, ‘완치’의 경우는 좀 더 기준이 까다로운 듯하다. 여기에는 사
회적 기능의 회복이라는 기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병을 어떤 일각에서는 영원히 치료가 안 된다 완치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을 환자들도 나는 치료할 수 가 없어 이런 절망감을 안 줬으
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을 수가 있어 최우선적으로 약만 먹으면은 너
는 정상이야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

(보호자A, 어머니)

이는 제 3자인 정신보건 전문가들의 눈을 통해서도 비춰지는 부분
이다.
"만성적인 스키조 분들이 좋은 치료자들을 만나서 적절한 환경을 제
공 받으면은 음성 증상이 완전히 좋아지고 예전모습으로 돌아가지 않
을까, 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전 모습이라 함은) 발병
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던 분이거나 대학교를 멀쩡히 졸업
하시고 발병하신 분이라든가, 고럴 때 다시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중략) 발병 전으로 돌아가야만 만
족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같이
살 수 있고 요런 생각을 가지시고."

(전문가 C, 정신과 전문의)

"크로닉한 분들도 완치에 대한 그거는 놓치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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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가 약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 정상인과 같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시고, 크로닉한 분들이 오래되고 입퇴원을 10년 20년 반복하
신 분들은 혼자 먹고 살게라도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

신보건 간호사)

(전문가 A, 정

그런데 주요 정신장애의 초발 이후 시간이 경과해 갈수록 부모와
형제들의 태도는 뚜렷이 갈리게 된다. 부모들의 경우, 비록 머리로
는 과도한 기대임을 이해하더라도, 심정적으로는 ‘기적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빨리 나아서 집에 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완치되었으면
좋겠어. 기적으로. 아니. 저는 기적을 바래요. 사람 일은 기적이 있더
라고. 다 끝났다는 사람도 기적이 있더라고? 나는 그걸 바래요.”

(보호자G, 어머니)

"더 이상 꿈은 접고 이제 얘한테 바라는 꿈은 접고 왜냐면 배운 게
없잖아요. 학력도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남 괴롭히지 않고 사는 거
제발 얘가 정상인으로 되돌아와서 정말 그러면은 행복이죠. 그러면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

(보호자B, 어머니)

그러나 실제 보호자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기 어렵다. 지인들로
부터 ‘어차피 낫지 않는 병’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다, 담당 치료
진들로부터도 종종 비관적으로 들리는 메시지를 전달 받기도 한다.
이는 보호자의 기대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서일 수도 있지만, 정신장
애인들에 대한 치료진들의 차별의 한 형태인, 치료적 허무주의
(therapeutic nihilism) 때문일 수도 있다.(Gonzalez-Torres, 2004)
부모인 보호자들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노력
하면서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는 치료진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도
한다.
- 53 -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완치가 안 된
다 뭐....힘들다. 이러시는데 지금 ##병원(대학병원)에 모 박사님은
그러시거든요. 나아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항상 용기를 주시거든요.
항상 그런 모습 근데 많은 말씀 안 하세요.“

(보호자A, 어머니)

배선희(2013)는 치료진 및 병원에 대한 원망이, 보호자들이 자신
의 책임감을 외부에 투사한 결과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보호자들의 원망감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그나마 ‘낫
는 것’에 대한 좌절에 대한 반응으로 비쳐졌다.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좀 씻으라고 권하면
씻을 텐데. 집에서는 엄마는 좀 가볍고 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여
기서 옆에 사람이 냄새난다고 하니까 씻어야 돼요. 씻으라고 하면 씻
을텐데. 오면 개떡 같은 게 있고, 수염은 이렇게 있고.”

머니)

(보호자B, 어

더구나, 보호자들의 원망이 심리적 방어기제가 아니라, 타당한 지
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급성기 환자와는 달리,
만성 환자들에 대한 케어는, 치료진들로 하여금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매너리즘에 많이 빠지거든요. 의사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약 주고 잠깐씩 면담해주는 것이
다인 것 같아요. 남아 있는 기능을 살려주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
런 걸 해두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거지요.”

(전문가D, 정신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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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환자들이 오래 봤구요. 많이 알구요. 오래 친했으니까. 근데
안정적이고 더 오래 되었고 더 친한 만큼 더 소홀해져요. (중략) 그러
다보면 만성인 환자들이 내팽개쳐지기 마련이거든요. 에너지가 부쳐서
지나가다가 한 마디씩 하고. ‘주치의 선생님, 얘 언제 보낼까요?’ 한
마디 하고. 주치의 선생님도 가다가다 ‘그럼 언제 한 번 보내자’ 하다
가도 한참 있다가 또 넘어가고. (중략) 간호사들은 만성 환자들이 병
동 생활을 잘 하니까 신경을 안 쓰는가 하면, 친하니까 이것저것 부탁
도 하고.”

(전문가E,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2) 소주제 10: 특히 형제들은 치료목표와 기대를 하향 조
정하거나 체념하게 된다.

치료 초기에는 몇 가지 증상이 완화 혹은 호전되면서 환자가 이
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는다. 그러나
질병의 경과 상, 상당수의 ‘정신병’은 ‘정신장애’로 이어진다. 치료 결
과에 대한 실망감을 갖는다.
“나는 처음에 좋아질 줄 알고. 좋아졌었으니까...또 갑자기 밤에
나가서 못 찾으니까...막 수그러져서 성질을 부릴 때는 부려도....그
런데 이렇게까지...”

(보호자D, 어머니)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부족해서...‘그래서 그런갑다.’ 뒤에 가서는
‘약이 나빠서’...아버지도 늘 그런 많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외국 약
을 써야 된다.’ (중략) 그렇게 해서 좀 나아졌나 했더니...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보호자E, 남동생)

전술하였듯이 초반에는 환자의 호전이 바라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료진에게 원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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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일이 흐른 뒤에는 적지 않은 보호자들이 정신질환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기대수준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 특히 형제들의
경우는 초반에는 부모들과 같이 증상의 완전관해(complete
remission)나 사회적 기능의 회복을 바라다가, 치료 결과에 대한 실
망을 거쳐, 약물치료나 입원치료에 거는 기대도 낮아진다. ‘낫는 것’
을 포기하지 못하는 부모와는 다른 반응이지만, 그 결과는, 놀랍게
도 부모와 전혀 다르지 않다.
(입원치료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 없습니다.
이야기해서 정신이 낫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보호자H, 형)
“아 그런 거

솔직히

“이 팔 다리가 잘라진 것과 똑같은 건데...정신적으로...그걸 다시
붙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팔 다리 잘라진 사람을 다시 붙일 순 없
잖아요. 정신도 마찬가지라고 전 생각해요. 조금 늦추거나 그에 대한
방향을 바꿔놓는 것 뿐이지...고친 사람들 굳이 모르겠어요. 저는 제
주위에서 관심 가지고 봤는데 고친 걸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계속 시간이 가면서 이제 포기, 아니 젊을 때야 형님 보면서 빨리 낫
기를 바랬죠.”

(3)

(보호자E, 남동생)

소주제 11: 보호자는 물론 환자도 병원에 안착하기 시
작한다.

거기다 부모건 형제건 바쁜 일정 때문에 환자를 돌볼 여력이 없
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하던 치료의 효과는 기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는 가깝지 교통좋지...나는 여기서는 저 병이 낫는다고는 생각
안 해요. 이제 틀렸구나. 좀 편하게 안정이 되게 하고 돌봐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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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좋잖아요. 힘이 좀 덜 들게. 낫는다고는 안 보고 집에 못 있고
병원에만 둬야하거든.”

(보호자C, 형)

“(앞으로) 이렇게 저기 몇 주씩 1-2주 지내다가, 또 안 좋으면 좀
병원 가서 좀 쉬다 오시오. 그러면은 모셔놨다가. 또 한달 지난 다음
에 또 몇 주 나한테 같이 있고. 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죽기 전까

(보호자E, 남동생)

지.”

이제 보호자들에게 병원이란 애초의 증상 호전이나 완화를 위한
치료적 공간이 아니라, 환자들을 맡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주거
공간이 된다. 치료적 기대가 거의 없다시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에게 병원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보호자들, 특히 형제인 보호자들에게 환자를 정신병동에 입원시키기
가 까다로워진다는 것은 마치 재앙과도 같다.
“지금까지 입원치료 결과들을 제가 볼 때 다 똑같아요. 그런데 (환
자가) 본인한테는 여기가 제일 좋다. 이렇게 있는 게 자기한테는 좋
다. 일주일에 3번 씩 나가니까 그 말만 되풀이해요. 내가 보기에는 똑
같아요. 정신과 약을 먹는데는...

형)

병원이 어떻고... ”

(보호자 C,

“지금은 특별한 진료를 받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사실 진짜. 뭐 약
도 특별히 다른 걸 쓰기를 원하지도 않고 별 효과도 없을 거라고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병원에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즐거운 일
이 있을 수 있도록 신경도 써주시고...”

(보호자 E, 남동생)

“내가 항시 그러거든요. 니가 밖에 나와 봐요 형편 알다시피 편안하
게 기거할 곳도 없고 너 그전 상태랑 달려서 방하나 줄 상황도 안 되

을 집처럼 생각하고 약 열심히 먹고 나으면 생활이 항시 이러

고 병원

란 법이 없고 조카들이 다시 (경제적 상황이) 회복이 되면 방이라도
마련하고 그러면 같이 살자. 그 전에는 병원이 집이라고 생각해서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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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지내라.”

(보호자 H, 형)

더구나 환자 당사자도 입원 생활에 안주하면서 환경적 변화를 원
치 않게 되어버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모습은 자의입원과 비자의
동의 입원 환자 양쪽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퇴원하면) 좋죠. 바깥에도 마음대로 다니고 (사이) 하지만 퇴원하
면 머냐면 혼자 있어요.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자의입원)

(당사자 A,

“(가족과)싸우지는 않았어요. 병원 들어오는 것 갖고도. 병원에 있으
면 심심하지 않으니까요. 병원에서는 아프면 진찰 할 수 있고, 밥도
주구, 간식 먹을 거 많고, 똑같이 약을 챙겨줄 수 있으니까. (침묵)
편하고 안전하지요.”

(당사자 D, 동의입원)

“퇴원에 대한 욕구는 제가 맡은 환자들의 경우는 반 정도는 얘기
자체를 안 하시고 여기 자체를 집으로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은 행정
처리를 지금은 마무리 하기는 했지만, 주민등록 주소 자체를 이 병원
으로 해 놓으셔서 문제가 된 적이 있고, 그 정도로 여기를 집처럼 생
각하셔서 퇴원에 대한 욕구가 본인도 없으시고 보호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퇴원 굳이 안 했으면 하시고 ”

(전문가 C, 정신과 전문의)

주의해야 할 점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애초에 장기입원을 원했
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가 C의 말에 따르면, 나머지 절반 환
자들은 현실적인 대안이 있느냐와 상관없이 일단 퇴원을 바라고 있
다는 것이 된다.
“빨리 퇴원하고 싶고요 안정된 생활을 찾고 싶어요. 제 생활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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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어요. 집에서 걷는 연습해서 낮고 싶어요. 여기에서 주는 약은 잘
안 맞아요. 아니면 집에 가서 재활센터에 다니고 싶어요.“

동의입원)

(당사자C,

그리고 퇴원 이후의 생활을 두려워하는 환자라 할지라도 언젠가
퇴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자의입원인 경우에도 입퇴원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보호자들의 눈치를 본다는 점이 흥미롭다.
면: 퇴원해서 지내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환:

(단호히) 있죠. 근데 나나 형이나 과장님 소견. 밥 때문에 형님이

가장 문제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옛날엔 해 먹었는데. ...지금 될 것
같아요...하면 잘 할 것도 같은데. 형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봐
야겠어요. 형만 좋다면야. 이 정도면 생활할 것 같아요.

의입원)

(당사자A, 자

이는, 가족 내에서의 고립이나, 더 이상 가정 내에 환자의 공간이
남아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원래는 나가야 하는데, 임대 아파트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

(침묵) 나가봤자 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 저기
데가 없어요. (어머니랑은) 사이가 안 좋았죠.

한 게 벌써 6년째예요.
까지 삥 돌아봤자 갈

맨날 맨날 아파트, 아파트 해대요. 면회와도 아파트 될 때까지 기다려
라. 지겨울 뿐이지.”
(당사자E, 자의입원)

이는 정신보건 전문가들로 하여금 여러 윤리적인 딜레마에 처하
게 하는 부분이다.
(지역사회로 나오게 된 이유)어쨌든 병원의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을

“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수익을 창출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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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련을 통
해서 이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받은 거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착하게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 간호사)

(전문가B, 정신

정신보건 전문가들은 업무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보호자에
대한 원망과 연민을 오가는 양가감정을 갖게 되기도 한다.
“회의를 느낄 때는...신규 간호사들에게 분명히 우리도 필요한 부분
이기는 하다. 아직까지는 이런 병원도 필요하다, 너희가 하는 일이 그
리 의미없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적도 있었거든요.”

(전문가A, 정신보건 간호사)

“주거 시설만 제공되면 센터나 낮병원 시스템이 있는 데로 가면 충
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호자들에게 연락을 하면은, 보호자
는 계속 선생님이 직접 겪어 봤냐고, 막상 퇴원하면 자기들 입장이 난
처해진다, 나 혼자서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얘까지 나오면 너무 힘들어
진다. 원칙적으로 퇴원을 시키더라도 네가 키울 거냐, 네가 얘랑 몇일
이라도 살아봤냐. 그런 식으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중략) 마치 치료자라기보다는 일종의 요양 서비스 정도로 인식을 하
시고 맡기시는 거죠.”

(전문가C, 정신과 전문의)

보호자에 대한 양가감정에 있어서,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
같은 보호자들을 이해하게 되기도 한다.
“ 병원이 없어지고 덩그러니 책임이 자기한테 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기관
이 있었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각했

- 60 -

는데 던져진다면 안 그래도 요번에 법 바뀌잖아요. 3개월로. 그 것 때
문에 전화 하면서 전전 긍긍하는 보호자들이 있어요. 아마 그 책임이
자기한테 온다는 것이 두렵지 않을까 싶어요.”

회복지사)

(전문가E, 정신보건 사

“그 사람들도 가정이 있고 가정을 지켜야 하고 돈도 벌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만 올인을 할 수 있겠는가, 솔직히
그건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일을 하면서 이해하는
부분이 커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가족들이 왜 저러
나 싶었는데...”

(전문가A, 정신보건 간호사)

5. 대주제 5: 그나마 믿을 곳은 병원

보호자들이 장기 입원을 선택하게 된 다른 요인은 다른 정신보
건 기관 및 사회재활을 위한 시설에 비해 병원에 대한 신뢰가 크다
는 점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사회재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은 병
원에 대한 선호를 부추긴다.
(1) 소주제 12: 의료기관 외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해 생소
함이나 실망감, 불신을 갖고

있다

정신보건 관련 시설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는 있으나, 아직까지 부
족한 실정이며, 관련 시설의 존재를 모르는 보호자들도 적지 않다.
먼저 그러한 생소함이 불신의 원인이 된다. 아직까지 병원치료 중심
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치료진들도 이에 한 몫을 한다.
“저는 정신보건센터니, 입소시설이니, 사회복귀 시설? 얘기는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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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처음 듣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얘기 안 해 줬어요.”

형)

(보호자H,

또한 연배가 많은 의사들의 경우에 환자의 재활에 대해 상대적으
로 무신경하기도 하며, 가용한 사회재활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
“재활 서비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의사들도 조금 있고요. 그 시설이
어떤 어떤 어떤 유형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꽤 많더라고요.
물론 크게는 아세요. 하지만 정확히 시설 분류가 각 목적마다 다르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 다 아는 분들은 많이 부족하더라
고요.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주치의 선생님한테 가서 이 시설은 학
원처럼 다닐 수도 있고요, 이 시설에서는 먹고 자고 할 수 있고요. 이
런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다 해야 했어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전문가E,

그런가하면 민간부문에 속한 보건의료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의료의 현실상, 수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환
자를 조기 퇴원시켜 사회재활서비스 연계를 하는 것에 일부 기관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이유
로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소극적일 수 있다.
“의사하고 보호자하고 다툼 아닌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
오시는 의사들은 일단은 뭐 환자 보호자에게는 이분은 지역 사회라든
가 집에서 약물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집에서는 관리
가 넘 힘들다고 병원에서 의사하고 보호자하고 다툼이 아닌 다툼이 생
긴 적도 있어요. 의사는 퇴원해도 된다고 하는데, 보호자는 관리가 안
된다고 하고. 이걸 오너가 봤을 때, 왜 자꾸 퇴원을 시키려고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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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거죠.. ”

(전문가B, 정신보건간호사)
“공공병원이지만...책임 운영기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으로서의 입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이 그랬을 때 너무 또 턴 오버를 빨리 해서 퇴원시키고 그런 것 보다,
어차피 다시 입원할 환자고, 어차피 퇴원하더라도 굳이 다시 입원 환
자라면...”

(전문가C, 정신과 전문의)

비록 사회재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어
연계를 원하던 보호자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감을 느끼
게 된다. 첫째, 높은 진입장벽이다. 아직까지는 시설 자체가 상
당히 부족한 실정인데다, 비교적 기능 수준이 높은 정신장애인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단지 음성증상으로 인해 사회적 기능
이 낮아서 사회 기술 훈련이 필수적인 환자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치료진들이 연계를 유보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교육 그거를 잘 읽었죠. 읽으면서 제가 물어본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애 저기 보내주면 안 돼요?’ 그런 거여. 그러니까 ‘아직은
요.’ 그러는 거야. 근데 어느 때 가야 되는 건지 제가 물어봤는데 그걸
로 끝난 거여. 그래서 제가 보건소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있대
요. 한 몇 명씩 그 주거지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저렇게 안 씻는데
어떻게 거기에 보내주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좋다고 하겠냐’ 이렇게 말
하는 거여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보호자B, 어머니)

이는 정신보건 전문가의 진술에서도 확인이 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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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도 다루기 편한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전공의 때도 시설
연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좀 순수했던 게 저기라도 가면 도
움을 많이 받겠지, 하고 연계를 많이 시키면 거기서도 돌아오는 대답
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받아줄 수 있다. 규칙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약도 어느 정도는 잘 먹을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사람을 보내줘야지. 이 정도 레벨은 우리도 곤란하다. 이런 경우가 꽤

(전문가D, 정신과 전문의)
“(공동생활 가정의)입주 조건이 직업을 갖는 사람만 입주할 수 있다

있고요.”

는 거예요. 물론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물론 이러저러한 이유로 집
에서 살기 힘들고, 가족들과 살기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가족들이 함께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입주 조건인 거예요. 저희한
테도 왔는데, 현실적으로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내고 싶어도.

(전문가 A, 정신보건간호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사)

둘째, 낙후된 시설과 주변 환경에 의한 실망감도 존재한다. 그 때
문에 기능도 적합하고 환자의 재활에 관심이 많은 환자나 보호자일
지라도 막상 방문한 뒤, 등록을 유보하기도 한다. 입원 기간은 더
길어지는 것이다.
“징검다리 숙소 이래가지고 어...그래서 그걸 이제 몇 개월간 시장
도 같이 보고. 복지사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밥도 해먹고. 뭐 생활
도 하고. 자립적, 이래가지고 인제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라는데 갔
더니만 시설이 너무 안 좋아요. 쓰다 남은 운동기구를 막 폐물이 된
거를 갖다가 해놨는데. 그 쓰레기를 완전히. 그 할머니들이 쓰는 그런
모든 것이 주방을 가봤더니만. 주방에서도 장화를 신고 뭐를 한다는데
이거 완전히 막노동판 같은. (중략) 이제 뭐 책상도 너무 조잡하고 방
가구도 조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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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A, 어머니)
“너 있고 싶으면 너 계단으로 내려가 보라고 몇 번 해보더니 형 나
힘들어...그래서 포기한 거야. 처음에는 있겠다고 했어요. (중략) 어
떻게 보면 신체장애도 있는데 배려가 없네요.”

(보호자 C, 형)

정신보건전문가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
“실제로 방문을 했을 때 시설이 안 좋은 곳도 많아요. 환자가 퇴원
을 하면 시설 자체가 낙후되어 있거나 오래 되었으면 가기 싫어하시거
든요. ‘서울시 사회복귀 시설이 몇 개가 있다. 이렇게 많은데 이용을
왜 하지 않느냐’ 라고 할 게 아니라 아무래도 잘 갖춰놓으면 가고 싶
지,”

(전문가 A, 정신보건 간호사)
마지막으로 보호자의 과보호적 태도에 의한 불신을 들 수 있다.
“낮병동을 다니다보니까. 내가 못 보니까 어머님이 그래. 거기만
갔다오면 애가 이상하다? 자기 맘대로 하고 다니다가 어머님께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보호자 C, 형)

이와 경향 역시 정신보건 전문가의 진술에서도 드러난다.
“만약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어떡하냐. 돌아 다녀서 무슨 일이 생
기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염려가 많으신 것 같거든요?
(중략) 치료를 하면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이
기도 하지만 많이들 두려워들 하세요. 퇴원을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크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증상

때문에 사건 사고, 환자가 누구를 해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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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침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전문가 A, 정신보건 간호사)

과보호는 안전에 대하여 과도한 추구를 하는 것이다. 보호자들과
의 면담에서도 안전에 대한 갈망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후술하겠지
만, 이는 환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
이기도 하다.
(2) 소주제 13: 병원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느껴지고 신
뢰를 받게 된다.

이미 환자를 관리하고 돌볼 여력이 남아 있지 않게 된 보호자에
게는, 다른 대안적인 선택지들에 불신과 실망을 보이는 만큼, 상대
적으로 병원이 신뢰할 만 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병원에 있으면 애기가 차분한 것 같아요. 그나마 안전하죠. 병원은
병원 식구들이 신경쓰고 관리하기 때문에 TV에서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오더라도. 그런 곳은 그러더래도. 잘 관리해 나가는 병원들이 좋은
데들 많잖아요.”

(보호자 D, 어머니)

“하여튼 집에서 술 먹고 난동치고 얼굴 다치고 하는 거보다 안전하
게 약 먹고 모든 사람과 어울려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지 않은가...”

(보호자H, 형)

보호자들에게 병원은 ‘그나마 안전한 곳’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부터의, 누구의 안전을 의미하는 어떤 안전일까? 우선, 신체적인 안
전이다. 여기에는 보호자들의 안전과, 당사자의 안전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보호자의 안전이란 신체적 폭력이나 사고를 ‘당하는 것’으
로부터의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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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당사자의 안전이란 학대나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부터의 안
전도 있으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으로부터의 안전이기도 하
다는 점에서 보호자와 다르다.
“아는 언니가 절에 까까중이 잘 봐준다고 돈 300만원씩 들어갔는
데. 절에. 거기서 정신 이상 된 사람을 부모가 고치라고 데려다 놨는
데요. 원장이 시켰대요. 속 썩이니까 연못에 갖다 던져버려라. OO이랑
딴 애들 셋이서 그걸 갖다가 밀어넣었대요. 그래서 죽었대요. 부모가
고소해가지고 공주 감호소 다녀왔잖아요.

(중략)

거기서 많이 맞았대

요.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보호자F, 어머니)

“이 녀석이 비오는 날이거나, 술을 마셨거나 하면 가족들한테 갑자
기 난폭해져서요. 집사람에게 연탄집게를 집어던지기도 하고, 손녀들
에게 욕을 퍼붓지를 않나...

(보호자H, 형)

(중략)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안 돼요.”

일부 경우 병원 문턱이 높았던 시기에 환자가 과거 미인가 시설
이나, 정신요양원에서 반인권적인 처우를 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원을 안전하게 느끼기도 한다.
“요양원 이런 데가 아...형님 인제 엄마랑 같이 면회가고 그랬는데
지옥이더라구요. 지옥이라...(중략) 거 배는 볼록 나오고 팔다리는 진
짜 말랐고, 그냥 이빨도 다 부러지고.(중략) 거기가 OO정신요양원인데
형이 그러고 나서 그 때 일 년 있다가 데리고 왔는데 몇 년 후에 보니
까 거기서 많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오더라구요. 엄마랑 같
이 울면서...(침묵 후 울먹이며)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책임을...”

(보호자E, 남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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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정신적인 혹은 심리적인 안전이다. 이는 명백히 보호자들
의 안전에 더 방점이 찍혀있다. 보호자들이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당사자가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지 않
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입원이 안 되면 그런 시설(무료입소시설)도 가야된단 저기가 되
겠네요.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안전하게 느껴지는데 입소시
설은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투기도 하겠고 거기서 관
장을 하겠지만 뭐 싸우기고 할 거고 그런 면이 있을 거기 때문에 보호
자로서는 불안하죠.”

(보호자G, 어머니)
“얘가 나만 없으면 지금은 그렇게 이제 안하는데 전에 약만 타다먹

고 술 먹고 이래버리면 형수들 손녀인줄 모르고 욕설을 퍼부어서 무서
워서...마음고생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참 마음고생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이... 입원하고 나서야 별 부딪침이 없으니까요. 저도 참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었죠. 너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옥 같은 생활
이니까요…”

(보호자H, 형)

셋째는 사회적인 안전이다. 일단 보호자들과 그 가정에 가해지는
‘흉’으로부터의 안전이다. 물론 당사자의 안전이 고려가 전혀 안 되
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원체 긴 저기를 보냈기 때문에 뭐 중간에 그런 저기도 저
한테 많이 들어오고 좀 똑바로 행동하게끔 하라는 민원도 들어왔었고,

(보호자H, 형)

입원하면서는 그런 저기를 못 들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면 그냥 굽신굽신 해가지고 그 힘든 일 일하라고 그러
면 일 다 하고 무거운 일 같은 거 시키고...어떤 사람은 불쌍하다고
몇 천원 주고 알고 그냥 시켜도 괜찮네 그냥 시키고 힘든 일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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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 먹이고 이런 식으로...(중략) 상대방들이 바보 취급하고 그냥 입
원 안 시키고 내놔 봐도 바보취급하고(후략)”

(보호자H, 형)

상기한 사회적 안전과, 전술한 부모의 완치에 대한 기대가 만나
서, 정신장애에 대해 감추려는 노력으로도 이어진다.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기대치가 높다고. 이 병이 괜찮아지만 우
리 아이는 뭔가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알려져 가지고 무슨 일이 생
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생각나는 경우는 30대 초반에 발병하신 분인
데, 주변에서는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조용히 조용히 심지
어는 이사를 가시는 분도 있어요.

신보건간호사)

(알려질까 봐) 네네.” (전문가A, 정

끝으로 역설적인 것은 약물 불순응과 재발로부터의 안전이다. 약
물 치료의 목적은 증상을 완화하여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약물을 복용하기
위해서 도리어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는 것이다.
“제 생각에 퇴원을 하면은 여기 다시 입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얘기가 만약에 가서 얘가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어머니)

(보호자 D,

“그 이유는 몇 번 나왔는데, 사회가 내보내라고 그러면 약을 먹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약만 먹으면 관계가 없어요. 모든 것이 약이 환
우들이 (허튼)생각을 못하게 조정을 해주는데 다시 처음으로 되어 버
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병원에 있으면 간호사들이 시간되면 해주
니까. 그런데 혼자 내놓으면 여기서 재발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복용 안 한 거에요. 내가 보기에는“

(보호자C,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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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주제 14: 장기입원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호자들이 병원에 결국 안착하게 된다고 해서 장기 입원 상태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입원을 오래하게 되면 애가 소심해지고 자꾸 사회 비정상적인 항상
같이 있으니까 더 안 좋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정신병 환자들 같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화하는거 라던지 모든 게 정상은 아니지 않
겠습니까?”

(보호자A, 어머니)
“그 마음을 어따 다 얘길 하겠어요? 열 번이나 퇴원시키고 싶죠. 백

번이고 열 번이고 퇴원시키고 싶은데, 이제…엄마 마음은 누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이 병원에 넣고 싶겠냐. 니가 이상이 있으니까 입원한 거
아니냐?”

(보호자B, 어머니)

6. 대주제6: 보호자들의 요구와 필요

(1) 소주제 15: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에 불안을 느낀다.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은 현재까지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러나 세계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 시기의 문제일 뿐, 그 같은 방향
의 개혁은 그 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보호자들은 주로 동의입원이
퇴원 심사없이 가능한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되는 것
에 대한 불안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만큼 보호자들이 병원
에만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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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3개월이니 어쩌니 하지 말고 너무 못 견디니까...(중략) 나
는 그것이 제일 소원이야. 병원에 둬야 하니까 법이 바뀌지 말고 6개
월은 그래도 제도가 오래갔으면...(중략) 그 가족이 못 살겠잖아.”

호자F, 어머니)

(보

“그러면 석 달 있다가 뺐다가 또 해야 해요? 6개월 있는 게 차라리
낫죠. 내가 죽겠어요.”

(보호자H, 형)

“환자를 관리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는 일이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들어. 그럴 때는 이건 막말이지만은 얘랑 죽어버려야 쓰겄다, 하는
생각이 들어.”

(보호자G, 어머니)

이들에게 법안 개정의 원래 취지가 정신장애인의 인권 개선이라
는 점을 납득시키려면 상당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보호자들은 전
혀 다른 측면에서 전면개정안을 바라보고 있다. 복지의 후퇴라고 생
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개정을 시켜버리면 없는 사람이나 환자를 데리고 있는 사람
들은 그대로 죽든 살든 그냥 한 국민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면이
아니라 나라에서 더 어려운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호자H, 형)

(2) 소주제 16: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가족이 하던 역할을
대신 해주길 바란다.

한편 이들은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던 역할을 대신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적극적인 ‘가족 역할’ 혹은 ‘부모 역할’을 바
라고 있는 것이다.
“(보호자에 의한 비자의 입원 헌법 소원을 놓고) 말도 안 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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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부모는 다 죽으라는 소리예요? 부모가 죽으면 멋대로지만, 살아있
으면 부모 말을 들어야 하는 거죠. 갈팡질팡 부모 없이 거지 행색을
하고 살 거예요?”

(보호자F, 어머니)
“그 사람이 정신병이 났을 때는요 완치를 해주는 의무가 사회도 있

고 가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으면은 분명히 또 옛날처럼 될 가능
성이 높은 사람을 무조건 6개월 됐다고 내보내고 자기 의사 카는 거
는.. 정신병 환자가 됐을 때 자기 의사 카는 걸 너무 생각하면 안 된
단 말입니다. 가족들하고 항상 대화가 되면서 하면은 그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거 진짜 위해주는 거 아닙니까 완치를 위한 과정이기 때
문에 ”

(보호자A, 어머니)

온정적 간섭주의(혹은 가부장적 온정주의paternalism)의 원래적
의미는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는 기본적인 원리와 실천을 뜻하는 것
으로서, 개인이나 조직 또는 국가가 그들의 선호나 이익을 위해 어
떤 사람의 자유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정영인, 2012)66) 보호자들이 바라
는 사회적 책임이 뒷받침되는 개입이란 결국 온정적 간섭주의의 강
화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신보건 전문가들
도 같은 전제를 공유하는 측면이 있다.
“(치료받지 않는 거리의 정신장애인을 보고) 저는 방치라고 생각하
는데, 인권이라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인권이라고. 얘기하시는 몇몇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인권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
에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정의를 하고 결정으로 하고 해서 자기 의사
를 밝히고 그런 건데.”

(전문가B, 정신보건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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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주제 17: 보호자들은 그 외 다양한 대안들을 바라고
있다.

보호자들에게 법제도와 정책으로서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 자
유롭게 말해볼 것을 요청하자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가장 공통
된 것은 퇴원 후 사회재활 프로그램의 강화였다. 진입장벽을 낮추
고, 낙후된 시설에 대한 개선을 원한다고 하였다. 앞서 보호자들에
게 ‘낫는다’의 의미가 단지 증상의 소실이 아니었음을 상기해 본다
면, 일관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제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요. 지금 얘가 사회생활을 못했잖아요.
어려서는 제가 길렀고 제가 미국 간 사이에는 아빠하고만 있었고. 그
러고 제가 미국서 나와서는 저하고만 있었잖아요. 사회생활을 못했어
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걸 원하는 거여.”

(보호자B, 어머니)
“좀 지금 퇴원하는 거는 무리일 것 같고. 좀 중간 과정에 시설이

깔끔하고 자립해서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이 있으면
은 그기로 우리 아이를 좀 얼마가 들어가도 좋으니까.”

머니)

(보호자A, 어

그런데, 외래치료명령제나 무료입소시설과 같이, 선행 연구에서
제안되었던 대안들의 경우 반응이 일관적이지 않았다. 다만, 무료입
소 시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 중 의미있는 진술에는 다음
과 같은 것이 있었다. 보호자 B는 의료급여로서 차별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료시설은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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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한테 좀 모든 대하는 것이...다르지 않을까. 그것도 돈을 좀 내면
무료보다 좀 낫지 않을까. 제가 제 수급에서 떼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라도 돈 주는데 있으면 약이 달라도 달랐겠고 아무래도 무료 시설은
좀.”

(보호자B, 어머니)

의료급여를 비롯한 공적 부조의 수혜자들이 인식하는 차별과 낙
인에 대한 연구들은 드물지 않다. 특히 손정인(2008)67)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차별 경험, 주로 주관적으로 인식한 차별 경험을 다룬
바 있다. 본고에서는 대다수가 의료급여인 정신장애인들의 보호자들
에게 차별 경험에 대해 질문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57%가 의료급여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데 정액의료급여수
가가 건강보험 수가의 64%로 과소진료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한
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12)68). 따라서 의료급여 정신장애인들은 저
가 약물 사용 등, 치료의 저질화로 인한 결과가 장기입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위해 일반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져
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환자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봉사자들하고 같이 청년들 학생들 계
몽을 해서 깨우쳐주는 과정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상인들 중에서도
굳이 뭐 자원봉사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보호자A, 어머니)

“정상인들하고 웃으면서 극장도 가고 그렇게 자꾸 섞이다 보면 아,
애가 뻔뻔해지는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보호자A, 어머니)

물론 일반인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사회적 관계 회복에의 욕
구의 이면에는 전술하였듯이 자신의 가족인 환자가 다른 정신장애
인들과 어울리다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차별적인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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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도 역시 같은 처지의
정신장애인들과 지내는 것이 언제나 수월한 것은 아니다.
“정신병원에? 모르겠어요. 묶이지는 않았는데, 딴 세계에서 사는 거
예요.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은. 잘 안
되니까...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거기선 정말 힘들었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같은 환자끼리라도 이상한 성격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당사자A, 자의입원)

일반인들과의 어울림이 최소화된 채로 장기입원을 하다보면 대인
관계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사회적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사회
기술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병원 입원 기
간은 줄어야 한다.
“원래 안 그랬는데 병원 오고 나서부터 혼자 있고 싶은 병이 생겼어
요. 조금만 시끄러워도 정신이 사나운 것 같고, 어지러운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편하니까.” (당사자B, 동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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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 찰

1. 본 연구에 대한 평가와 의의
(1) 연구 결과의 요약
보호자들은 대체로 처음부터 입원치료를 바랐던 것이 아니다. 치
료를 시작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겪기도 한다. 치료 시작 후라도
치료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 때문에 다양한 대안적 시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호자들은 처음부터 장기입원 치료를 바란 것도 아니다. 보
호자들은 환자를 돌봄에 있어 여러 가지 부담을 지는데, 경제적 부
담보다 정서적 고통과 가족들 간의 갈등을 포함한 정신적인 부담이
더 크다. 환자를 입원시키고, 입원 치료를 유지시키는 과정에서도
정서적 고통은 상당하며, 물론 경제적 부담도 작지 않다. 의료급여
라 할지라도 경제활동 인력의 발병은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환자의 장기입원이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게 된다. 보호자들은 환자의 병이 장기화
되고 재발이 거듭되면서, 환자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퇴원을
부담스러워하여 입원기간은 점점 길어진다.
그러나 보호자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부모와 형제는 입장과 견
해가 다른 부분들이 많다. 점차 부모와 형제 모두 치료 결과에 대해
실망하지만, 부모가 ‘낫는 것’과 심지어 ‘완치’의 기대를 쉽사리 포기
하지 않는 반면, 형제의 경우는 ‘낫지 않는다.’고 보고 체념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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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념하였기 때문에 각각 선택하는 결과는 장기 입원이 된다. 병
원 치료진들과는 달리, 보호자들이 말하는 ‘낫는다’의 의미는 증상의
조절에 국한되지 않는다.
입원이 길어질수록, 병원이 ‘치료하는 곳’에서 ‘맡기는 곳’으로 변
모하게 되고, 당사자들은 가족 내에서의 고립된다. 일부 당사자들도
병원의 역할 변화에 적응하여 이에 안주한다. 이에 관하여 정신보건
전문가들은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보호자들을 비교적 이해하려
한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사회적 차별과 낙인, 그리고 오명
을 마주하는데, 보호자는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의 역할을 한다. 보
호자들에 의한 차별 중 흔한 것 중 하나는 ‘과보호적 태도’인데, 이
러한 보호자들에게 병원은 ‘그나마 믿을 곳’이다. 그 이유로 먼저 의
료기관 외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보호자측 요인을 들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병
원의 수익창출이라는 이해와 맞물리기 때문에 일선에서 퇴원 및 재
활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도 한 몫을 한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병
원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여기서의 안전이란, 첫
째로 보호자 및 환자의 신체적 안전이다. 둘째로, 정서적인 안전인
데 주로 보호자들을 위한 안전이다. 그리고, 오명(흉)으로부터의 안
전을 포함한 사회적 안전인데, 이는 가족과 가정의 안전을 의미하는
측면이 크다. 끝으로 약물 불순응과 재발로부터의 안전인데, 사회
적응을 위한 목적을 지닌 약물이 역설적으로, 격리의 목적이 되어버
린다.
그렇다고 하여 보호자들이 장기입원 상태를 만족스러워 하는 것
은 아니다. 물론 이들은 탈원화 시도를 당사자들의 인권이라는 측면
에서 바라보지 못한다. 입원 권한의 축소 가능성에 상당한 불안을
느끼는데,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해법은, 국가와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는 결국 온정적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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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주의의 강화로,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정신
보건 전문가들도 같은 전제를 공유하는 측면이 있다. 보호자들이 바
라는 대안들 중 공통된 것은 퇴원 후 사회재활 프로그램의 강화이
다. 입원 선호 현상과 관련지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애초에
이들이 바라는 치료 목표는 증상의 조절만이 아니었다. 그 외에도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진단 사업, 약물 치료의 무상화, 일반인들과
의 교류 등의 대안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있었다.

(2)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장기 입원과 관련하여 보호자측 요인들
을 탐색함으로써 탈원화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
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장기 입원 문제를 다룬 국내의 소수 연
구들 중 하나이며, 보호자 요인을 직접적으로 다룬 몇 안 되는 연구
들 중 하나이다. 그리고 장기입원과 관련된 보호자 요인을 질적 방
법론을 사용하여 다룬 최초의 연구이다.
또한 같은 방법론을 사용한 선행 연구들에 비해,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과거 정신장애인 보호자들
을 대상으로 한 선행 질적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대상
자들을 면담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면서도 면담 대상자들이
비교적 균일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상, 보호자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심
정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담
당 주치의가 아닌 연구자 앞에서, 있는 그대로 언어화하여 표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장기입원의 이해 당사자이도 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정
신보건 전문가들의 면담도 동시에 진행하여 서로 비교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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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특히 장기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
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비록, 완전한 중립적 시각이 불가능하더라도, 가능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신보건 전문가 단독의 분석에서
벗어나, 타전공자의 자문을 구한 것도 타당도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시도였다고 사료된다.

2. 연구의 방법론적 제한점
(1) 표집의 한계
의도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었던 보호자들의
가족관계가 어머니와 남자형제로 국한되었다. 따라서 아버지와 여자
형제를 면담했을 시 새로운 주제에 속하는 의미가 도출되었을 가능
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여성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비율이 높을 것은 예상하였으나, 형제
들이 모두 남성이었다는 점은 예상 외였다. 아마도 이는 이들이 부
모 사후 주보호자가 된 연령이 최소 40대 이후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출가외인’이 된 여성보다, 남자 형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혹은 연구대상자들이 돌보는 환자들이 대부
분 남성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성의 형제가 돌보기 편해서 일
수도 있다. 이 주제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
고, 향후 본고와 유사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한다면 가능한 성별, 관
계별, 건강보장 종류별 균형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일개 도심에 위치한 정신병원, 그것도 연구
자가 근무하는 곳에서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도심에 위치한 병원
은 보호자들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시외나 농촌 지역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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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병원과는, 같은 장기입원 사례라 할지라도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 낙인이 심한 질환의
경우 당사자와 보호자 모두 연구에 참여시키기 쉽지 않다. 연구 윤
리상 이들에게 참여를 종용할 수도 없는데, 하물며, 당사자나 보호
자도 아닌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일도 매우 민감한
일이다. 특히 장기 입원 당사자들은 거의 입원 중일 가능성이 크고,
타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을 만나는 것은 입원 전에 이미 친
분이 있던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근
무하는 병원이라는 문제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찾아오지 않는 보호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연구 기간
동안 적어도 2회 병원에 방문하는 보호자는 그래도 환자에게 관심
과 성의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장기 입원환자 보호자들 중,
심한 경우 입원 시와 퇴원 시, 6개월 동안 단 2회만 방문하는 보호
자도 있을 수 있다. 찾아오지 않는 보호자 문제는, 여러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대로, 상당히 심각할 가능성이 높
으나, 안타깝게도 양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의 경우 본 연구와 같은 모집 방법으로는 연구에 참여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병원 외의 공간에서 이들을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좀 더 완전한 모습으로 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타당도 확보의 문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성원 참여검토(member
check)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구성원 참여검토를 한 대상자들의
경우, 연구자가 도출해 낸 의미에 대해 거의 동의하였으며, 소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이의가 없어 나머지 대상자들도 그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사회학 전공자와 함께 검토하여 재형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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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들 역시 연구자 단독으로 한 결과와 대체로 일치되었다. 더구나
전술하였듯이 장기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여러 주체들의 시각 비교를 통해 진술
의 신빙성을 보완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타당도는 문제가 없을 것
으로 사료된다.

(3) 자료 수집상의 문제
1) 면담 시간과 장소
먼저 불충분 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면담시간이다. 면담 대상자
의 대부분이 노령층이거나, 정신장애인임을 감안할 때, 매회 90분간
의 면담을 지속한다는 것은 상당한 인내심과 체력을 요한다고 하겠
다.
서론에서 전술하였듯이, 연속하여 45분씩 2회기를 하루에 마치는
것이 연구의 결과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나, 문제는
회기의 수이다. 총 8명의 대상자 중 6명이 2회기 만에 면담을 종결
하였기 때문에 보다 풍부한 내용을 이끌어낼 기회를 잃었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에서도 3회기의 면담을 시행한
보호자들이 의미 있는 진술을 좀 더 많이 생산하였던 것이 사실이
다.
면담 장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병원 내가 아닌,
제 3의 장소가 적합하나, 자주 출타하기 힘들고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보호자들의 특성상 편의를 배려한 측면도 있다.
2) 면담자 신분
또 하나의 문제가 연구 대상자들이 연구자의 신분을 알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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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가능한 불필요한 영향을 덜 주기 위해서 사복 차림으로 진
료실이 아닌 공간에서 면담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연구자 신분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이와 같은 영향이 연
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주치의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환자의 보호자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구 참여자들의 자발성은 일정 정도 확보되었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연구자의 신분을 의식한, 보호자들의 의도적인 왜곡과
은폐는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였다고 사료된다.
2회기 만에 종결한 면담에도 비교적 진솔한 진술들이 나올 수 있
었던 것은 면담자가 자신들의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
라는 믿음 때문일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본론 내용과 관련된 고찰
(1) 보호자에 의한 비자의 동의입원과 온정적 간섭
주의
비자의 입원(involuntary admission)이란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치료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보건법에서 경찰에 의한 응급
입원과, 시군구청장을 보호자 자격으로 하는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
원,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비자의 동의입원이 존재한다. 비자의 입
원에는 당연하게도 윤리적인 논란이 있다.
만일 정신적 질환은 신체적 질환과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원론적 측면에서 법적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자 윤
리적 관점에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정영
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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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대부분의 사회에서 일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관례적
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상당수의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질환의 증상에
의하여 현실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병식이 결여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치료가 자신에게 명백히 이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으며, 충분한 기간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 WHO(2005)69)에 의하면 전 세계 75%의 국가에서 비자의적
치료에 관한 법조항이 존재한다고 한다.
전문가에 의한 온정적 간섭주의(medical paternalism)는 그 이득이
큰 경우로만 한정지어야 하고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정영인,
2012) 대부분 산업화된 국가들에서는 당사자 가족이 입퇴원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지 못하거나 극히 제한되어 있고, 한국의 정신보건법
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에서조차 한국보다는 보호자의 권한이 상대
적으로 제한적이다. 보호자에 의한 비자의 동의 입원은 온정적 간섭
주의의 남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입원 과정에 대해 불만을 가진 환자들에 의한 소송이나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보호자 동의 입원 대
신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홍진표,
2009)
그런데 실제로는 환자가 퇴원을 원하고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반
대하는 경우 의사들이 퇴원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홍진표(2010)에
따르면, 우선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의 위험성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국내 정신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민간 소유이므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퇴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덧붙여 연구자는 ‘보호자에 대한 공유된 믿음(belief)’이라는 이유
를 덧붙이고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물론 병원 측이 퇴원을 강요하여 퇴원이 된
후, 수일 내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재입원시키는 일도 적지 않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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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자타해 위험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퇴원 후 수일 만에 같은
기관에서 담당의가 재입원을 허락하는 것은, 치료진과 보호자 사이
의 공유된 믿음이 있어서일 수도 있다. 그것은 가족이 환자를 가장
잘 알고, 책임져야 하며, 가장 선의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믿음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현재의 장기입원 현실
에는 불만을 표하면서도 장기입원을 원하는 보호자들에게 이해하려
노력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아직 근거가 부족하므로, 여기에는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한국의 가족주의와 장기입원
비자의 동의입원이 큰 거부감 없이 상당시간 존치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치료진들이 입원을 좀 더 연장해 달라는 보호자
의 사정을 쉽게 묵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 비자의 동
의입원의 경우 가족의 선의에 의지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한편 우리나라의 초대 정신보건법안은 유사한 정신보건환경을 갖
고 있는 일본의 정신보건법을 토대로 이전의 법안을 반영한 법이었
다. (서동우, 2010) 일본 역시 정신장애인의 수용화 문제가 심각한
나라70) 중 하나인데 흥미로운 점은 정신질환 입원 일수가 유독 긴
것71)(Tanioka, 2013)으로 알려진 나라들이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것이고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한국 사회
에서 정신질환자란 집안 내 수치이자 짐이며, 이웃에 잠재적 폐를
끼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서동우, 2010) 또한 본 연구에서 보
호자들이 호소하는 ‘흉’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
한데, 이는 체면과 평판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의 반영일 수 있다.
가족주의(familism)란 집단으로써 가족(the family)의 필요가 어떤
개별 가족 구성원의 필요보다 우선되는 사회 구조의 방식을 지칭하
는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윤홍식, 2012; Neufeldt and Gural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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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재인용) 그에 비해 가족책임주의(familialism)이란, 개별 시민
의 복지와 돌봄에 대한 1차적 책임자로서 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강
조하는 개념이다. 한국의 가족주의와 가족책임주의의 뿌리는 유교적
전통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홍식(2012)72)에 따르면,
조선 후기 이전의 공적인 대의를 중시하던 유교적 이상이 조선 후
기의 양반 계급의 몰락과 일제의 식민 지배를 거치면서, 반쪽짜리
가족영역(사私)에 갇히게 되었고, 한국사회의 모든 행위는 가족의
이해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또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을 거쳐 국가 책임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1차적인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가족책임주의는 지속적으로 발현되어 국가적 정책
에도 깊게 각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교의 가족주의적 전통
이 복지에 대한 가족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 복지
에 대한 기대와 의존을 막고 가족중심의 복지체계를 형성하도록 하
는 ‘동아시아 복지모델’의 하나인 한국의 복지 정책이 생성된다.(신
동면, 2001)73)
권유리야(2007)에 따르면74), 아직까지 한국의 가족주의는 전형적
인 서구적 핵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가족범주에 대
한 지향이 담겨 있다고 한다. 핵가족이 보편화된 것처럼 보이는 사
회임에도 부모 사후, 형제에게 정신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지
우는 것도 아마도 그에 대한 반영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정신장
애인의 장기입원을 통해 지키려는 안전은 단지 정신장애인의 안전
이나, 보호자들의 이해만이 아닌, ‘가족의 안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면담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개별 주체들
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물적 토대를 잃은 기존의 가족주의에 대
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신장애인으로 하여금 독립적인 삶을 살
도록 내버려두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지내면서 끝까지 책임질 수도 없어, 병원이라는 임시적인 공간(언젠
가 퇴원이 전제된)에 의존하는 것도 일종의 가족주의의 균열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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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한국의 보건복지 정책은 정책의 단위를 가족으로 설정한다는 비
판과, 급변하는 가족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함께 듣고 있다.(하정옥, 2015; 김유경 외 2013, 재인용)75) 요컨대,
가족주의는 흔들리고 있는데 비해, 가족책임주의는 상대적으로 더
굳건하다.

(3) 장기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생태학적
분석
한국의 장기입원은 단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보
호자에 의한 비자의 동의 입원 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수용화
경향이 해소될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일본의 경우 자의 입
원의 비율이 60%에 이르고76)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 훨씬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 명당 정신병상 수는 OECD국가 중 1
위를 차지한다.(OECD, 2014)77) 법제도 외 요인들의 영향력이 결코
작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장기입원 자의 입원
환자들 역시 ‘갈 곳이 없다.’ ‘가족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등
의 표현을 하였다. 아마도 이는 사회로부터는 물론이요, 가족으로부
터도 고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에 대한 반영이 아닌가 한다.
장기입원에 작용하는 요인들은 다차원적이고, 다수의 수준들로 구
성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장기입원을 유해한 건강 행동의 일
종으로 간주할 때, 이를 생태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볼 수 있
다.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그 이전의 건강행동 모형들이 주로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넘어서, 건강행동의 환경적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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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맥락들을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이 여러 수준의
영향들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입도 개인 내, 개인 간, 조직적,
지역 사회적 수준 등, 다층적으로 신중히 수행되어야 한다.(Sallis
외, 2007)78)
Bronfenbrenner(1979)등이 주창한 다중 체계이론(Systems
Theory) 이후로 생태학적 이론을 표방하는 여러 논자들이 등장하였
다. 그 중에서도 McLeroy의 이론은 그 실용성으로 실제 현장에서
건강 증진 사업의 틀로써 자주 적용되고 있다. McLeroy(1988)79)등
은 건강 행동에 영향을 주는 5개의 원천을 주장하였는데, 개인 내
요인들, 개인 간 과정과 일차 집단, 기관적(institutional) 요인들, 지
역 사회적 요인들, 그리고 공공 정책적 요인이다. 본고에서도 이 모
형에 기반한 요인 분석과 대책 수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개인 내 요인
먼저, 입원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 요인으로서, 당사자의
증상과 조현병 진단, 치료에 대한 반응, 그리고 병식의 수준 등이
속할 수 있다. 당사자와 보호자, 치료자의 태도나 믿음, 성실도, 기질
적 성향도 이 수준에서 작용하는데, 이들이 속한 문화권의 영향이나
이웃과 친구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같은 상위 수준 요인들
의 영향을 받는다.
2) 장기 입원의 개인 간 요인
대표적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보호자들이 경제적, 정
서적 측면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로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기존
에 가족 간의 관계의 질은 어떠했는지, 가족 내 분위기는 어떠하였
는지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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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차 가족 외의 친구들, 동료집단과의 관계가 얼마나 의미 있
는 비중으로 유지되는지도 포함될 수 있다.
3) 장기입원과 조직적(기관적) 요인
해당 병원의 방침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병
원마다 가족교육이나 환자의 재활에 관심이 있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병원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력은 적절하게 구
성되었는지, 치료 프로그램의 질은 어떠한지, 개개 임상의들의 진료
에 병원 경영자가 관여하는 정도는 어떠한지 등이 여기에 속할 것
이다. 이는 특히 공공 정책적 요인에 속하는 상위 수준의 영향을 받
을 것이다.
4) 장기입원과 지역사회 요인
지역 사회 내의 정신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수용성과 관련이 있
을 수 있다. 구성원들의 다름에 관한 이해 정도는 어떠한지, 치안은
잘 되어 있는지, 당사자와 그 가족을 비난하는 경향은 없는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5) 공공 정책적 요인
여기엔 법제도적 요인들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드러
난 바로는 정신보건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의료급여 제도나, 수가
체계 등도 이에 관여할 수 있다.

4.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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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화의 원만한 흐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두 과정 모두가 중시
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병상수의 감축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의 확립이다. 특히 지역사회보건 서비스의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자가 담보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탈원화의
부작용은 익히 알려져 있다. Jørgensen(1999)80)에 따르면, 90년대 말
덴마크에서 급속한 병상 수 감축의 결과, 비기질적 정신증 환자들의
자살로 인한 표준 사망률의 100% 증가, 정신장애인의 연간 범죄율
의 6.7%의 증가 등의 부정적인 지표들이 나타났으며, 초발 조현병
환자들의 1년 내 재입원이 줄지 않았다고 한다. 저자는 그 이유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의 미비를 들었다.
탈원화의 긍정적 요소들 대신에 부정적 측면들이 두드러지지는
경우, 가족주의에 기반한 한국사회에서 보호자들의 반발과 부정적
여론이 거세질 수도 있다. 어쩌면 탈원화 자체의 성공적 지표보다는
그것으로 인한 부정적 지표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
다. 병원에 대한 상대적인 신뢰와 환자에 대한 보호자의 과보호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의 가족들로 하여금 탈원화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치료가 정신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병원이 아닌, 국
가와 지역사회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탈원화의 성패 요건이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료명령제를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한
다. 우선, 외래치료 명령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문제는 그 약물
순응도까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의 면담 내용에
서도 보호자들이 우려하는 것으로 드러난 부분이며, 이에 대한 대책
이 필요하다. 또한 엄격한 기준과 심사에 따라서 재활치료를 명령하
거나 입원치료의 연장 대신에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역시 강제적 치료라는 데서 윤리적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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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장기간의 폐쇄병동 입원에 비해
서는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나을 수 있다.
상기한 두 과정과 병행하면서, 보호자에 의한 동의입원을 최소한
으로 축소하거나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본 연
구에서, 현재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최초의 퇴원 심사기간의 축소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종의 복지정책의 후퇴로 읽히고 있다고 드러
난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반드시 이에 대한 불안과 오해를 불식시
켜야 한다.
가족 교육을 포함한 정신보건 서비스의 맞춤형 제공이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병원이나 정신보건 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 교육이나
사례 관리 프로그램에의 접근이 용이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
신장애인 가족은 결코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부모일 수도, 형제일
수도, 자녀일 수도 있으며, 비동거 가족의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
다. 따라서 각 집단의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생산이 필요하다. 무
엇보다도 발병 초기 환자의 가족들과 만성중증환자 가족들에게 제
공되는 교육 내용은 달라야 하며, 환자를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으
면서도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
리고 비교적 중증 환자를 위한 사회복귀 시설이 따로 필요하다. 현
재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관은 확산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골라 받
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구하는 기능 수준이 높은 실정이다.
끝으로 만성 환자 집단과 그 가족을 위해 일반인 자원봉사 활동
을 독려하거나 함께 참여가능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사
회와 접촉할 수 있는 빈도를 늘리는 데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낙인과 오명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Corrigan(2001)81)에 따르면 첫
째로 사실과 통념(myth)를 대비하는 방식의 교육(education)이고 이
는 얼마 간 효과가 있다고 한다.(Penn, 1994)82) 다음으로는 부정적
이미지 재생산에 대한 항의(protest)이다. 그러나 전자들보다 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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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은 잦은 접촉(contact)이라고 한다. 결국은 정신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의 접촉을 늘리기 위한 선결 조건도 탈원화라 하겠다.
한편, 3-(3)의 수준별 요인들을 바탕으로 하여, 각 수준별로 제시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의 예시를 제시해 보면, 표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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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각 수준별 요인들에 대한 개입

수준
개인 내
(intrapersonal)
개인 간
(interperosnal)
기관(조직)적
(institutional)
지역 사회적
(community)

공공 정책적
(public health)

장기 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당사자의 병식 부족
2) 보호자의
역기능적(dysfunctional)
믿음과 태도
3) 치료진 특히 의사들의
정신재활에 대한 관심부족
1) 가족 간의 갈등과 마찰
2) 가족 내 환자의 고립과
공간의 부재
1) 병원의 수익 구조에
장기입원이 유리
1) 정신장애에 대한
낙인과 오명
2) 가족주의/
가족책임주의
1) 정신보건법상 비자의
동의 입원에 관한 조항
2) 정신보건 서비스의
가용성이 낮음
3) 치료 명령제의 부재
4) 단기 치료에 불리한
수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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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개입
1) 재발 방지 프로그램, 치료
명령제 도임
2) 가족 교육의 다양화(연령별,
환자와의 관계별, 환자의 유병
기간별)
3) 전공의 수련 시 정신재활 영역
비중 증대
1) 가족 개입(family intervention)
2) 당사자를 입소시설, 주거 시설,
공동생활 가정으로 연계
1) 의료급여 환자도 포함하여,
단기치료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도록 수가체계 개선
1) 정신장애인과 함께 살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비정신장애인과의
교류 위한 프로그램
2) 가족과 함께, 가 아닌 혼자
사는 것을 전제로 한 정책 수립
1) 비자의 동의 입원의 최소화
혹은 단계적 폐지 (퇴원심사 기간
단축 포함)
2) 병원 외의 정신보건 서비스의
확대
3) 외래치료 명령제를 도입하고,
필요에 따라 재활치료 명령
4) 초기 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등급제의 기준에 의료급여 환자의
재원일수도 포함

IV. 결론

이와 같이 보호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과 맥락들의
상호작용을 모형화 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림1 )

그림 1 장기입원의 결정 모형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할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정책도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델에서 ‘독립적으로 지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자들에게 국가가 부담을 나누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도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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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부록- 각 주제들을 형성한 의미들

표 10 소주제 1을 형성한 의미들

소주제 1: 환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에 망설이다가 첫 입원을 결정한다.
-환자의 초기 정신병적 증상을 바로 인식하지 못함
-환자의 행동변화에서 뭔가 정신과적 문제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함
-가까스로 입원시킬 결정을 하였으나 경제적 장벽에 부딪힘
-부정과 인내로 대처하다 증상이 심해지자 외부의 힘을 통해 입원시킴
-병원에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하였으나 막상 급성기 증상을 겪고 생각이 달라짐

표 11 소주제 2를 형성한 의미들

소주제2: 약물 및 입원치료에 대한 대안적이거나 보완적인 치료를 시도하나 실패한다.
-처음 입원하여 약물 치료를 결정하는데 약간 망설였음
-입원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 때문에 첫 입원을 망설이게 됨
-부작용을 경험하고 약물에 대해 불안과 불신이 생김
-환자와 보호자는 한방 치료라는 대안을 찾아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환자와 보호자는 정신 치료라는 대안을 찾아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좋은 치료 대안이 있을 거라 생각하여 대학병원 진료를 원하였으나 당사자의 거부로
실패함
-어느 대학 교수의 교육 내용을 듣고 경제적 장벽만 극복하면 된다는 희망을 가짐 막상
대학에서 줄 수 있는 서비스도 별 차이 없다는 교수의 말에 실망함
-첫 입원치료는 보호자 기준에 성공적이었으나 환자의 병식부족으로 자의 중단하여 도
로 악화됨

- 100 -

표 12 소주제 3을 형성한 의미
소주제 3: 보호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부담을 호소해왔다.
-보호자가 되면서부터 자신을 위한 삶을 없앨 수밖에 없었음
-보호자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부정적으로 변화함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억울해 함
-강제 입원 과정에서 보호자도 상당한 정서적 고통을 느낌
-환자가 타해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안을 떨칠 수 없음
-타해 위험성이 없는 경우라 해도 부적절한 행동이 교정되지 않아서 보호자가 고통을
느낌
-환자의 예측할 수 없고 위험한 증상 때문에 환자에게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음
-과거 환자가 급성기에 보였던 타해 행동을 떠올리며 재연될까 두려워함
-환자를 입원시키고 나서 보호자들은 환자의 증상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항상 노심초사 하면서 지켜보는 생활을 더 이상 못 견디고 재입원 시키기로 함
-환자를 직접 케어할 때의 고충들이 상당함
-일부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변화 없는 증상 때문에 가족들이 관리가 매우 어려움
-보호자가 환자의 약물도 완전히 관리할 수 없음
-환자의 음성증상을 가정에서 가족만이 다루기 쉽지 않음
-치료자가 집에서 적응하는 연습을 권하였으나, 약물을 내내 복용하여도 집에서 함께
지내기 어려웠음
-환자와 살면서 다른 가족들의 눈치를 보게 됨
-환자의 불량한 약물 순응에 무력감을 느낌
-환자의 더딘 회복에 치료진들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듬
-환자의 병세가 좀처럼 호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가 되자, 차라리 죽어서 고통을 면
했으면 하는 마음도 듬
-부모가 자신의 사후에 환자의 미래에 대해 염려함
-자신이 죽은 뒤에 남은 가족들이 환자 때문에 환자들이 겪을 고충에 대해 염려함
-부모 사후, 형제에게 환자 케어의 부담이 지워진 후 여러가지 고충을 겪었음
-다른 형제 보호자가 유전에 대한 두려움과 가정생활 양립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자 이
에 공감함
-환자가 가족들 사이에서마저 고립되어 자신에게만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대해 마
음이 무거움
-가족들의 지원 하에 자립 생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존의 가족들 간의 갈등이 환자 발병 후 심화됨
-환자에 대한 거부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주변의 비난을
받기도 함
-환자의 장기입원으로 인해 보호자는 주변의 힐난과 불평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음
-환자의 퇴원 후 구상도 있으나 감당할 자신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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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소주제 4를 형성한 의미
소주제4: 보호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겪어왔다.
-의료급여가

아니었을 때 환자의 치료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음

-건강보장제도의 도입 전에는 입원할 병원도 별로 없었고 급성기 입원 치료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음
-건강보장제도의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부적절한 행동 교정에 비협조적인 환자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봄
-장기적 치료에 드는 비용 때문에 입원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음
-공공병원이라 할지라도 입원치료에 드는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음
-보호자가 되어 환자 둘을 입원시키고 경제적으로 빠듯함을 느낌
-환자가 과거 타인의 물건을 가져와서 변상한 적도 있었음
-경제적 장벽을 극복하여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입원이 점차 장기화됨

표 14 소주제 5를 형성한 의미
소주제5: 재발을 경험하면서 퇴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된다.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에서 동의입원 기간의 축소에 반발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불량한 약물 순응도로 증상 재발되어 재입원이 반복됨
환자의 불량한 약물 순응도 때문에 재발이 반복됨
첫 입원 후 환자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불량한 약물 순응으로 재발하게 됨
환자의 불량한 약물 순응에 의한 증상 재발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을 함
-입원치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미룸
-약물 관리 문제와 저하된 사회적 기능으로 퇴원을 미루게 됨
-환자가 재입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퇴원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함.
-환자가 증상의 위험이 있는 한 입원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환자의

행동증상과 가정 내 공간 부족으로 함께 생활하기 어렵다고 느낌

-환자의 타해 행동이 지속되자 의료급여로 만들어 장기입원을 시키게됨
-장기입원에 대한 강한 바람을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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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소주제 6을 형성한 의미
소주제6: 부모와 형제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느낀다.
-다른 형제들이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부모는 보호자로서 환자의 형제에 대해 기대할 수 없어서 아쉬움
-문제의 요인이 되었던 부모는 사망했으므로 형제가 그 책임을 오롯이 지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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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소주제7을 형성하는 의미
소주제7: 보호자들도 사회적 차별과 낙인, 오명을 지각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보인다.
-환자의 발병과 병의 악화가 부모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낌
-아버지(부모)가 환자의 발병 요인이라고 생각함
-병든 자식이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낌
-환자의 발병과 병의 악화가 부모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낌
-사회적 낙인과 오명을 인식함
-사회의 낙인과 오명에 대해 불만을 가짐
-알코올 환자의 정신병에 대한 차별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며 분리를
바람
-일반인들의 낙인과 유형화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사회적 기능의 회복과 질병 자체의
정상화를 바람
-주변에서 보호자에게 가해지는 낙인과 오명에 분노함
-주변에서 보호자와 그 가정에 가해지는 낙인과 오명에 대해 인식하고 수치스러워함
-치료진들로부터 동등하지 않은 존재로 대우받을 것을 우려함
-입소 시설 생활하는 다른 정신장애인들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두려워함.
-낙인과 오명이 두려워 지인들과도 거리를 둠
-사회적 차별과 낙인은 인식하지만 당사자가 배려와 존중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함
-환자의 부적절한 행동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혐오나 불안도 일종의 환자가 끼치는 피
해라고 생각함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적 차별과 낙인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정신질환을 신체적 질환과 동등하게 봐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함.
-사회적 낙인과 오명을 인식하고 사회적인 관용을 희망함
-차별과 낙인을 부인함
-환자의 발병과 병의 악화가 부모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낌
-아버지(부모)가 환자의 발병 요인이라고 생각함
-병든 자식이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낌
-환자의 발병과 병의 악화가 부모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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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소주제 8을 형성한 의미
소주제8: 보호자들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는다.
정신장애인에게 자율성이 주어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함
정신증이 호전되더라도 자율성을 갖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불안이 큼
-정신장애인들끼리는 서로 나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마음이 여리고 의지가 약하다.

표 18 소주제 9을 형성한 의미
소주제9: 특히 부모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낫는다’와 ‘완치’는 증상 조절 그 이상을
의미한다.
보호자는 환자가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낫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함
환자가 최소한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기를 바람
환자가 사회적 기능을 잘 할 것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나, 무증상이 되어 집에서 생
활할 것을 바람
사회적 기능이 현재보다 향상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완치에 대한 희망도 가짐
환자는 완치에의 기대가 기적에 가까움을 알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못함
완치에 대한 희망을 붙들기 위해 긍정적으로 들리는 메시지들에 매달리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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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소주제10을 형성하는 의미

소주제 11: 보호자는 물론 환자도 병원에 안착하기 시작한다.
-환자의 증상 호전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약물로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입원 유
지함
-치료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환자의 병원 생활 안주를 묵인함
-부모 사후, 형제가 보호자가 되면서 장기적인 병원 생활에 안착하게 됨
-처음에는 병의 호전으로 기대했으나, 병이 어차피 낫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맡겨 케어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함
-앞으로도 병원을 맡기는 장소로 이용하고 싶어함.
-병원은 더 이상 증상 호전을 위해 머무는 곳이 아니며, 일종의 거주 공간이 되어버림

표 20 소주제11을 형성하는 의미
소주제 10: 특히 형제들은 치료목표와 기대를 하향 조정하거나 체념하게 된다.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료적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게 됨
-환자의 치료 결과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춤
-환자의 낮아진 사회적 기능 수준 때문에 사회적응 시도들이 좌절됨
-정신질환이 신체에 기반한 병이며 보호자가 바라는 대로 낫지는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
-낫지 않는 한,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안정적이기만을 바랄
뿐임
-환자가 약물 복용을 하면서 현재의 기능 수준만을 유지해 주기를 바람
-환자의 기능 저하가 일종의 영구적 손상이기 때문에 과거 가졌던 치료 목표를 하향 조
정함
-그러나 환자들은 입원 전으로 상태가 복구되지 않으면 귀가할 수도 없음
-현재 치료적 진전의 가능성과 효용에 대해 회의적임
-더 이상의 치료적 진전을 바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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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소주제 12를 형성하는 의미
소주제 12: 의료기관 외의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해 생소함이나 실망감, 불신을 갖고
있다.
-사회 재활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접촉했으나 낙후된 시설을 보고 실망함
-입소 시설 주변의 낙후된 환경을 보고 실망함
-사회재활 서비스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됨
-환자가 낮병동을 다니며 동료 정신장애인들과 어울리며 문제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어
머니는 낮병동을 불신하였음
-입소 시설의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 실망을 표현함
-자조모임에 참여한 적도 가족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음
-무료 시설의 질적 수준에 대해 불신을 보임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전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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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소주제 13을 형성하는 의미
소주제 14: 장기입원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입원이 지속됨으로써 다른 환자들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함
-보호자도 장기 입원을 적극적으로 바라는 게 아님
-환자가 입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마음의 고통은 지속됨
-병원 내에서 옳지 못한 취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함

표 23 소주제 14를 형성하는 의미
소주제15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에 반발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완치할 때까지 병원에 둬야 하기 때문에 반발함
-일종의 사회적 회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말함
-보호자는 복지의 축소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려함
-3개월 동의입원 축소에 대해 반발함

표 24 소주제 15를 형성하는 의미
소주제13: 병원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느껴지고 신뢰를 받게 된다.
-위험성을 제어하지 못하여 재입원을 결정하였으며 환자도 받아들임
-경제적인 곤란 때문에 입소한 정신요양원의 열악한 현실에 마주하게 됨
-과거 미인가 시설에서 환자가 학대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힘들어함
-공동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마찰에서 병원이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함
-병원 밖에서 약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있을 때 안심이 됨
-병원이 안전하며 그나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함
-환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동정을 하거나 위험에 빠뜨림
-주변 사람들이 환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곤 하였음
-보호자는 다른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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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소주제16을 형성하는 의미
소주제16: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가족이 하던 역할을 대신 해주길 바란다.
-사회가 환자를 위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반해서라도 치료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함
-비자의 동의 입원에 존치를 원함
-재활치료를 당사자 의사를 반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적극적으로 환자 케어를 사회에서 책임 져주기를 바람
-환자가 다른 환자들보다 아까운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한
관리를 해주기를 바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환자로 하여금 완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함

표 26 소주제 17을 형성하는 의미
소주제17: 보호자들은 그 외 다양한 대안들을 바라고 있다.
-환자가 일반인들과 어울려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를 바람
-환자가 사회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양질의 사회재활 서비스 연계에 대한 강력히
요구함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기입원치료로도 퇴원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외래 치료 명령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보임
-경제적 형편이 안 좋거나 의료급여인 경우에도 자유롭게 약물 사용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람
-정신장애 없는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정신장애인들에게 다가와주기를 바람
-일반인들의 자원봉사와 이들 대상의 계몽을 통해서 정신장애인들을 정상화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를 흼아함
-보호자는 조기 진단을 바라고 있음
-사회에서 만성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생각함
-자조적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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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Abstract

Familial factors associated with
long term hospitalization among
mental disableds

Chung Yuh-jin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deinstitutionalization is global trend, institutionalization of
mental disabled is pressing issue in Korea due to the family
members’

high

demand

on

institutionalization.

As

long-term

psychiatric hospitalization is known to have harmful effects on
rehabilitation of mental disabled, we have to continue the process of
deinstitutionalization from the human rights persp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mily factors
associated with long-term hospitalization, so that we could develop
the policy which reflects the family members’ unmet need and
demand.
In this study, eight family members of mentally ill patients in
long-term psychiatric hospital due to schizophrenia or schizoa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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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 were interviewed through the personal in-depth interview.
This study was analyzed using Colaizzi’s method of phenomenology.
Two-hundred and four significant statements were selected, and 156
formulated meaning were extracted from the statements, to be
clustered into 17 themes. These themes were categorized to 6 theme
clusters. Theses results were reported by holistic description that
illustrates the families’ experiences and their desires.
First of all, family members of the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were afraid of the mentally ill patients’ discharge and consecutive
repetitive relapse of acute psychotic symptom. That’s because they
have endured lots of familial burden on emotional distress, financial
problems and so on.
Second, they have dealt with recognized discrimination, labelling,
and stigma in various ways, while they have played a role as actors
of discrimination. In over-protectional attitude, which is one of
personal discrimination, they could be reassured only to very high
standard of treatment outcome.
Third, they believed that mental hospitals are relatively safer than
other kinds of institution.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the family
members has been satisfied with long term hospitalization being as
they are. They really wanted the government to play an active role
in the patients’ rehabilitation and their return to community.
Their demands conflicted with the concept of human rights which
let the mental disabled to self-regulate their life. The reason is
likely

to

be

familism

which

constructs

Eastern

Asian

culture.

Concurrent deinstitutionalization and decreased familial burden are
successful

if

community

mental

well-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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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system

would

be

key words: phenomenological methods, long term hospitalization,
mental disableds, deinstitutionalization, qualitative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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