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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신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와 회복에 대한 사례연구

-사회복귀시설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종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회복 패러다임에서의 회복 과

정을 고려했을 때 ‘직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경

험은 회복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신장애인 직업훈련

의 일환으로 각광 받고 있는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이 바

리스타로서 지역사회에서 회복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왔

지만, 실제 참여 당사자가 어떠한 회복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

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바리스타 훈련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의 회복 과정을 살피고자 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회복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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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연구목적 및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질적사례연구방법

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회복’은 당사자

들에게 개별화된 과정으로 밝혀진바 있다. 때문에 질적 연구를 활용한다

면 당사자들의 회복과정을 보다 면밀히 살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

며, 특히 질적사례연구방법은 실생활에서의 현상에 대해 다루는 실증적인

연구이자 현상에 대해 다양한 변수를 다룬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현상과 ‘회복과정’에 따른 다양한 개념들을 고찰하는데 유용

한 연구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로 면접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회복

경험을 파악하였고, 추가적으로 참여관찰과 문서기록을 활용하여 회복과

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위한 자

료 수집을 풍부히 할 수 있는 A기관을 연구 장소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의도적 표집 방법을 통해 선택한 A기관에서 3개월 이상 바리스타 훈련프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5명을 연구 참여자로 하였다.

참여자의 연령은 30-50대가 대부분이었고, 겪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은

‘분열형 정동장애’, ‘범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 ‘강박장애’였으며, 프로

그램 참여기간은 6개월, 1년 4개월, 1년 11개월, 2년, 3년으로 다양하였다.

자료 분석은 주로 Stake(1995)의 사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고 범

주들을 일련의 과정으로 분석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Glaser(1992)의 과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회복과정과 관련하여

34개의 개념과 13개의 하위범주,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우선 회복과정

의 첫 번째는 ‘고립 속에서 찾은 의미 있는 활동’의 시기로 ‘희망이 없고

부족한 했던 삶’을 느끼고 ‘막연하게 바리스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나’는 때이다. 회복과정의 두 번째는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한 한계경험’의

시기로, 참여자들은 바리스타 업무를 시작하며 ‘복잡함과 스트레스’를 겪

고 동료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회복과정의 세 번

째는 ‘적응을 위한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연습’하고 스스로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으며’, ‘동

료와 함께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시기이다. 회복과정의 네 번째는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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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관계회복’으로 ‘일상생활과 내외적 모습에 변화가 일어남’, ‘일에

대한 보람과 자신감’, ‘기존 관계의 회복’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

는 시기이다. 회복과정의 다섯 번째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음’으

로 참여자들이 ‘나를 세우’고 ‘막연하지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며 ‘지역

사회에 있는 나’를 느끼게 되는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복과정이 연속

적이며 ‘반복, 순환’적인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때

로 성장(growth)하고, 때로는 역행(setbacks)하며 바리스타로서 스스로가

만족하는 삶을 꾸려나갔다(Anthony, 1993).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회복에 있어 바리스타 훈련이라는 환경적 맥락이 가진 차별적 요인,

맥락들을 발견하였다. 당사자들의 회복을 촉진하는 맥락들은, ‘의미 있는

활동으로서의 바리스타 활동’, ‘사회적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관계

중심의 업무’, ‘바리스타로서 정체성 형성’, ‘지지적인 업무 환경’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프로그

램 참여를 통한 회복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고자 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자료 수집의 가능성이 높은 기관만을 연구 장소로

하여, 다양한 연구 참여자를 고려하지 못했다. 둘째, 참여자들의 경험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여 이전의 회복과

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피지 못하였다. 셋째, 바리스타 훈련 이외의 다른

사회적 맥락들이 회복 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와 논의가 주는 이론적,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으로는 첫째, 회복 패러다임에 입각한 회

복의 관점에서 정신장애인의 회복 과정을 질적으로 살폈다는 점에서 이론

적 의의가 있다. 둘째,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회복 경험을 경험적으로 살핌으로써 회복 패러다임에 입각한 당사자들의

회복 과정을 체계적으로 탐색하였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회복 과정을 촉

진하는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의 맥락들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천

적으로는 도출된 회복 과정의 시기에 따라 회복 패러다임의 회복 관점에

기반한 실천적 개입 지점들을 자세하게 살폈다는 함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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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정신장애인 회복, 직업재활, 회복 과정, 회복 패러다임,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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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회복 패러다임에 기반한 회복 관점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복귀하

여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회복

과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발병 이후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변화에 적응을 하게 됨과 동시에(Deegan,

1988; Young and Ensing, 1999; Bullock, 2005), 증상의 진행에 관계없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중요시하게 된다(Anthony, 1993; Rudnick,

2012; 공마리아, 강윤주, 조미숙, 황정우, 정광희, 박철현, 2013; 이예승, 이

영선, 2015). 하지만 이러한 회복의 개념이 초기부터 강조되어 왔던 것은

아니다. 초창기 정신의학적 접근에서는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완치’와 동

일한 개념으로 보아 발병 이전 상태로의 정상화를 위한 치료를 중시했고

(김이영, 이용표, 강상경, 2006), 이후 정신사회재활에서는 약물치료를 통

한 완치보다는 전문가의 개입(사회 및 일상생활기술)을 통해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 이행되었다(노춘희, 2000; 이근희, 2014). 최근

대두 되고 있는 회복 패러다임에 기반한 회복 개념은 이전과 같이 결과론

적으로 회복여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진행에 관계없이 당사자

스스로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강조한다(Anthony, 1993). 국외

에 비해 국내에서는 당사자 중심의 회복 개념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이근희, 2014),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회복 패러다임에서의 회복 개념에 입각하여 회복과정이 논의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회복과정의 일면을 고려

했을 때 경제활동을 하고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은 회복의 주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사회적 측면에서 회복을 할 가능

성이 높아지고(김영천, 나운환, 정승원, 2006), 직업은 사회적 정체성을 결

정해주는 수단으로 작용하여서 당사자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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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Aviram, 1990; Pratt, Gill, Barrett

and Roberts, 1999; 김영천 외, 2006; 손명자, 2006; 송혜자, 2008; 나운환,

이창희, 김춘만, 김동주, 이운식, 이혜경, 2014). 즉,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서 직업을 갖고 사회 구성원과 소통해나가는 경험은 회복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한다.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재활프

로그램은 회복의 개념과 유사하게 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관점으로 변해왔

다. 국내에는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탈원화의 추진과 함께 직업재

활프로그램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폐쇄적인 보호작업장 모델,

이후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노동시장에 경쟁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고용모델이 선호되었으나, 최근에는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하여 좀 더 다

양한 직군을 모색하는 강점관점, 사회적 기업 등의 모델이 강조되고 있다

(Mueser, Bond, Drake and Becker, 1997; 강위영, 나운환, 2001; 최희철,

2015). 이에 따라 우편정리, 청소 등의 단순노무직에서 나아가 근래에는

바리스타, 사회복지사, 동료지원활동가와 같은 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전문

직이 새로운 직군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이중 바리스타 훈련의 경우 업무

내용 및 강도가 높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

는 장을 마련하여 당사자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 2010년 이후 사회적 협동조합,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산하에 많은 카페들이 개소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바리스타 훈련 참여를 통해 어떠한 회

복과정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바리

스타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직업을 갖고 지역사

회에서 어떠한 회복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다.

상기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지금까지의 정신장애인의 회복,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한계점과 그에 따른 본 연구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직업재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당사자 중심의 회복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고민에 따라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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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개념의 확산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전문가 중심적인 회복 개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직업재활과 회복을 살핀 국내

연구들에서도 직접적으로 직업재활과 회복의 연관을 살핀 연구는 많지 않

다(Koletsi, Niersman, Busschbach, Catty, Becker, Burns, and Tomov,

2009; McGurk, Mueser, DeRosa and Wolfe, 2009; 나동석, 2001). 지금까

지는 회복을 과정의 측면에서 살피지 못했고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는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과 회복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회복 패러다임에서의 회복의 개념에 입각하여, 직업재활프

로그램 참여를 통해 회복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최근 정신장애인 직업재활로 각광 받고 있는 바리스타 훈련프로

그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중 바리

스타 활동의 경우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역사회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

을 마련해주어, 당사자들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관계 형성 경험을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2010년 이후 서울

및 수도권에는 정신장애인을 직원으로 하여 바리스타 훈련을 실시하는 카

페들이 다수 개소되었고, 해가 갈수록 이러한 카페는 늘어가고 있다. 하지

만 바리스타 훈련 프로그램이 당사자의 회복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참

여하는 당사자가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채여진(2014)의 연구에서 장애인의 바리스타 훈련 경험에 대한 고찰을 하

였지만, 해당 연구에서 연구대상이 되었던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는 장애의

특성과 사회에 적응해 나감에 있어 겪는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정신장

애인 바리스타 훈련생이 경험하는 회복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국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한계점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바리스타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을 연구 장소

로 설정한다. 그리고 기관의 카페에서 바리스타훈련에 참여하는 정신장애

인의 회복 경험을 당사자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바리스타 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당사자가 경험하는 회복과정

을 살피는 것에 있다.

상기와 같은 연구 목적을 고려했을 때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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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회복 경험을 보다 면밀히 살피는데 있어서는

질적 방법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고찰하고

자 하는 ‘회복’은 당사자에게 개별화된 과정으로 밝혀진바 있는데, 질적

연구 활용한다면 당사자들의 회복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필 수 있다. 질적

연구방법 중 구체적으로는 질적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질적사

례연구방법은 실생활에서의 현상에 대해 다루는 실증적 연구이자 현상에

대해 다양한 변수를 다루는 특성을 갖고 있다(Yin, 2013). 이에 근거하면

본 연구는 직업재활 훈련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나타나는 회복과정이라는

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질적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기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회복은 자기 임파워먼트, 배움과 자기 재정의, 새로운 잠재력의 발견

등 다양한 요소를 갖고 있어서(Young and Ensing. 1999; Bullock. 2005),

질적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여 회복과정을 보다 상세히 살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현장에서 당사자의 경험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연구

장소인 A기관의 바리스타 훈련생을 편의 표집하여 회복과정을 탐색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 사회복귀시설 및 A 사회복귀시설의 법인 카

페(A 기관)에서 바리스타 훈련을 받고 있는 회원 5명을 연구 참여자로

한다. A기관은 회복 모델에 기반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 5명 및 프로

그램 담당자가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자는 면접을 주로하고 참

여 관찰, 기관 내부의 카페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바리스타 훈련 참여와

회복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회복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로 Stake(1995)의 사례분석방법에 근거하여 범주분석을 실시

하였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 Bullock(2005)의 정신건강회복척도 구

성요소를 감지적 개념1)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보조적으로

Glaser(1992)의 지속적 비교분석방법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을 일련의 과

정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Creswell(2013)이 제시한 여덟

1) 감지적 개념은 경험적 예증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며 분석의 전반적 과
정에 있어 개념적 민감성을 촉진시켜준다(김인숙, 2016).



- 5 -

가지 전략 중 지속적인 참여관찰, 다양한 자료원 및 방법론 활용, 동료검

토, 연구 참여자의 견해요청, 풍부하고 상세한 기술, 연구자의 편견 및 가

정을 명확히 하는 여섯 가지의 전략을 실천하고자 한다. 특히

Fielding(1986)의 삼각검증을 염두에 두고 직업재활프로그램 담당자, 질적

연구자 등의 검토를 통해 자기보고의 편견을 줄이고자 한다(Maxwell,

2009). 이렇게 도출된 경험적 근거를 기반으로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나타나는 회복과정의 이론화,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 당사자들에 대

한 회복 지원 강화,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훈련의 활성화 및 직군의 다양

화에 대한 이론 및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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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본 연구는 직업재활 훈련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의 회복과정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A 기관의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

당사자 5명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회복과정을 고찰한다. 이에 따른 본 연

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회복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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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A 기관(A 사회복귀시설 및 A 사회복귀시설의 법인)의 바리

스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의 회복과정을 살핌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론적 배경에서는 회복 패러다임의 등장 배경 및

회복의 개념,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회복과 직업재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핀 후, 본 연구 참여자들이 일하고 있는 바리스타 훈련에 대한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제 1절 정신장애인의 회복

본 절에서는 정신장애의 정의에 대해 간단히 살피고 정신장애인에 대

한 회복의 관점이 현재의 회복 패러다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해왔는

지, 그리고 본 연구에서 논의 하고자 하는 회복의 개념이 어떠한 것인지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회복과정과 회복을 위한 환경이 어떠한 것인

지에 대해서도 살피고자 한다.

1. 회복 패러다임의 배경

정신장애는 정신적 장애의 하위범주에 속하며 사고, 감정, 행동 등의

정신적 질병자체의 진행 외에 만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활동 수행

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정신장애가 있다고 한다(권진숙, 김정진, 전석균,

성준모, 2013).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상당한 제약’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기준을 두

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정신장애인은 보통 이러한 정신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Eriksson and Hummelvoll, 2008). 구체적

으로 김미영(2000)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활발히 치료가 필요한 사람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에 적응하여 정상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정신장애인으로 정의하였고, 이형열 외(2004)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제약을



- 8 -

받게 되어 질병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역량에 맞는 과

업이 주어질 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신장애인이라 하였다.

1970년대 농경사회가 기반이었던 국내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은 대가족

과 지역사회 내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었다(권진숙

외, 2013). 하지만 산업화가 이루어지며 가족 및 지역사회 기능이 약화되

고 정신장애인은 병원이나 무허가 시설에 장기수용 되기 시작했다(강상

경, 2013). 즉, 정상화 관점에 입각해 정신장애인을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

로 되돌리기 위한 치료중심적인 개입이 시작되었다. 치료중심적인 정신의

학적 접근은 정신장애의 원인이 생물학적 이유에 기인한다고 보고 치료법

또한 약물치료에 의존한다(Farkas, Gagne, Anthony, and Chamberlin,

2005). 이에 따라 의학적 접근에서는 약물 치료 없이도 증상 및 재발이

없는 것을 회복이라 이르며 학자에 따라서는 약물 복용을 하지 않고서 기

능적 정상화를 이룬 상태를 회복으로 정의하고 있다(이근희, 2014). 대표

적으로 Liberman(1987)의 재활모델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증상(손상)

이 사회적 기능 수행(기능제약)을 감소시키고, 이 때문에 역할수행능력의

저하나 사회적 고립(불리)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이용표 외, 2006), 이

는 증상과 사회적 기능 수행의 어려움이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발생한다는

의료중심적 패러다임의 특징을 간명하게 보여준다(그림1).

불리기능제약손상

<그림 1> Liberman(1987)의 재활모델

본 접근에서 중시하는 치료법인 약물복용은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

니라 신경계통을 억제시켜 증상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하

지만 당사자 개인에게 맞는 정신과 약물을 찾기 힘들고 부작용도 천차만

별이기 때문에 약물복용만으로는 정신질환을 극복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이용표 외, 2006). 뿐만 아니라 정신의학적 접근은 의학 지식을 가진 의

료진만을 회복에 대한 전문가로 보아 전문가와 환자의 입지를 확고히 유

지시키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자기결정권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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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인다(권진숙 외, 2013). 또한 전문가중심적인 접

근은 회복의 기준에 있어 정신장애인 개개인의 삶의 질, 능력에 대한 부

분을 고려하지 못했다(김도윤, 2011).

정신의학적 접근의 한계에 따라 미국에서는 탈시설화 운동, 지역사회

지지 및 재활운동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이용표 외, 2013). 그리고 국내

에서 또한 1980년부터 1995년까지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며 지역사회 기반

의 사업이 구축되었다. 특히 강화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지역사회정신

보건사업은 입원 및 치료위주의 정신보건체계가 지역사회에 기반 해야 한

다는 논의를 확장시켰으며(강상경, 2013), 비슷한 시기에는 국내 사회복귀

시설인 태화샘솟는집에서 최초로 정신재활프로그램이 실행됐다(양옥경,

2006).

이러한 지역사회기반 정신사회재활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켜 만족스러

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Anthony, 1990). 때문에 정신

사회재활에서는 전문가가 존재하지만 완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당사자가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회 및 일상생활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환경

을 개발하고 지원한다(이근희, 2014). 또한 정신사회재활은 ‘변화 및 성과’

측정의 다양성을 중요시한다는 특징을 갖는데, 가령 취업 성과를 측정한

다면 과거에는 ‘그렇다/아니다’와 같이 단일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지만,

정신사회재활모델에서는 소득에 대한 만족도, 자존감, 생산성, 직업유지

기간 등의 다양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 성과를 측정한다(Farkas et al.,

2005). 유사한 맥락에서 Liberman, Koperlowicz, Ventura and

Gutking(2002)의 연구에서는 정신분열을 겪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회복 여

부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 또한 기능의 정상범주, 학업 및 일에 대한 참

여, 자립생활유지, 사회관계유지(2년 이상)의 비교적 다양한 범주를 포함

한다.

정신사회재활에서의 회복의 기준은 정신의학적 접근에서와 같이 단순

히 약물복용 중단 이후 증상이 재발하지 않고 기능이 정상화된다는 틀로

회복을 바라보는 것과 달리 한걸음 나아가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회복에

대한 기준을 구축했다는 긍정적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약물치료에 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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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신장애인의 능력향상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에 초점을 두었다는데 의

미가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치료 중심적인 개입이 잔존했

고 전문가 중심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정신사회재활 또한 당

사자가 주체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전문가 중심적인 서비스

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회복에 대한 경험을 사회에 이야기하기 시작했

다(이용표 외, 2006). 즉, 증상의 경감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적응

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의 존재가 대두되며 질병패러다임에서 나

아간 회복 패러다임이 제시되었다(김이영 외, 2008). 회복 패러다임의 핵

심은 누구나 정신장애를 가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되

며, 약물을 통해서는 부분적인 회복만이 가능하고 당사자의 특성과 삶의

궤적에 따라 개별화되어 회복과정이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이용표

외, 2006). 회복 패러다임이 이전에 제시되었던 접근과 차별되는 지점은

‘전문가’와 ‘증상’의 의미에 있다.

이전에 제시되었던 정신의학접근, 정신사회재활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정신장애인 당

사자는 그저 수동적인 존재로서 전문가의 개입을 받아들이는 환자 혹은

수혜자의 입장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회복 패러다임에서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용자이고,

각자가 자신의 회복과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이용표 외, 2006). 또한 회복 패러다임에서는 이전 접근 방법들에서 나아

가, 증상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의 여부에

회복의 의미를 둔다.

이러한 회복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 2000년 이후 도입되기 시

작하여 2010년 이후 당사자의 회복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

근희, 2014). 때문에 국내에는 아직까지 회복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의 확

장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회복 패러다임에 입각한 정신장애인의 회복과정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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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복 모델에서의 회복 개념 및 과정

1) 회복의 개념

사전적으로 ‘회복’은 ‘병이 발병한 후 완전히 건강을 되찾는 시점에 나

타나는 하나의 결과’로 정의되며, 이는 앞서 살핀 정신의학, 정신재활 각

각의 접근법에 따라서도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다. 공마리아 외(2013)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정신의학적 접근에서의 회복은 완치의 개념으로 발병

이전의 상태로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정신재활적 접근은 의학적

접근과 유사하게 발병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목표로 하지만 심리사회적 재

활을 함께 강조한다.

그렇다면 회복 패러다임에서 제시하는 회복이란 어떤 것인가. 회복 패

러다임에서의 회복은 소비자주의 운동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Deegan, 1988). Anthony(1993)는 당사자의 경험을 고찰하며 회복의 개념

을 구축하였다. 여기서의 회복은 질병으로 인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사

자 스스로가 만족하고 공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며 이는 성장

(growth)과 역행(setbacks)을 포함한다. 또한 Anthony(1993),

Carpenter(2002)와 같은 회복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회복은 의료진이나

여타 정신보건전문가가 당사자의 삶에 회복을 위한 개입을 하는 것이 아

니라 당사자 스스로가 회복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주체적으로 이루어진

다. 질환의 완치가 아닌 증상의 진행에 관계없이 당사자 스스로가 만족하

는 수준까지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회복이 될 수 있고(Rudnick,

2012), 이러한 과정에서 당사자는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약물을 선택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회복은 단순히 질병 극복을 넘어서 당사자

가 겪고 있는 스티그마, 자기결정권, 꿈에 대한 기회를 얻는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며, 당사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회복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일어나는 정책 및 환경 등의 변화 또한 회복의 개념에 포함된다(Jacobson

and Greenley, 1993).

2005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또한 회복 요소 혹은 회복 유형에 대한 개

념화 연구가 이루어진바 있다. 김나라, 김명식, 권정혜(2005)의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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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희망, 자기책임감, 질병을 넘어서 삶을 꾸리기의 세 가지 요소로

정의하였고, 황숙연(2007)의 연구에서는 당사자의 경험을 토대로 증상의

통제, 직장을 가지고 일함,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음, 대인관계의 유지, 독립

적으로 활동함, 희망을 가짐의 여섯 가지 회복 요소를 통해 회복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예승 외(2015)의 연구에서는 당사자, 당사자의 가족, 전문가

의 경험을 중심으로 회복을 사회적 관계형, 정상추구형, 자기만족형, 자기

관리형의 네 가지의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이 중 80%이상의 당사자가 회

복이라 여겼던 유형은 사회적 관계형이 었는데, 사회적 관계형은 당사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회복의 개념을 뜻한다.

한편 회복 패러다임과 회복의 개념을 객관화하여 회복모델이 제시되기

도 했다. 회복모델에서는 당사자의 내적 회복요소와 회복을 지원할 수 있

는 외적 요소를 강조한다. Ralph and Recovery Advisory Group(1999)가

구축한 회복 모델(recovery model)은 당사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회복

과정에 당사자를 둘러싼 외적 환경변화, 예를 들어 지지적 서비스제공·협

력적 관계·재정적 지원이 동반 되어야함을 설명하였다. Jacobson and

Greenley(2001)의 회복모델에서 또한 외적·내적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

하면서 내적 요소로서는 희망·치유·임파워먼트를, 외적요소로서는 인간의

권리·치유에 대한 긍정적 문화·회복중심의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

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하는 회복 패러다임의 회복 개념은

당사자의 내외부적인 변화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이며, 궁극

적으로는 증상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스스로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상

태를 뜻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회복의 개념은 내적 요소인 회복과정

과 회복을 위한 환경인 지지적 관계망 및 서비스, 재정적 지원 등으로 이

루어질 수 있다. 즉, 회복과정에는 당사자의 내적인 회복과정 뿐만 아니라

회복을 하기 위한 환경 조성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 항에서는

회복과정과 회복을 위한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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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복과정

회복은 당사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하나의 ‘회복과정’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이용표 외, 2006). 이러한 당사자들의 공통된 회복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회복 모델에 대한 논의가 먼저 시작된 국외에서 다수 연구 된

바 있다. 대체로 국외에서 논의된 회복과정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회복

과정에 있는 당사자들이 정신질환의 발병 이후 질환에 대한 수용, 정신질

환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심리사회적 변화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를 살피고 있다.

우선 Deegan(1988)의 연구에서는 당사자의 경험 보고만을 바탕으로 회

복과정을 살폈다. 연구에 따르면 회복의 과정은 크게 부정, 절망과 고통,

희망과 용기의 세 단계를 따른다. 초기 질환을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는

상황을 부정하게 되고, 지속적인 절망과 고통으로 인한 자기연민에 빠지

는 가운데서 이를 극복하고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된다. 그는 회복이 어떠

한 결과로만 설명될 수 없다고 하면서, 회복은 항상 고통에 따른 절망으

로부터의 전환으로 생겨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회복은 과정, 삶의 방식이고, 당장 직면한 도전적인 상황들에 대한 접

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Ralph 외(1999)의 회복모

델에서는 회복과정을 고통과 번민, 자각, 통찰, 행동계획, 나아지기와 결

단, 만족과 회복으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통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Deegan(1988)의 회복과정과 일맥상통한다.

비슷한 시기에 Young and Ensing(1999)은 정신질환을 진단 받고 지역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들의 회복 경험을 토대로 고통

극복(overcoming stuckness), 회복과 나아감(regaining what was lost

and moving forward), 삶의 질 향상(improving life quality)이라는 세 가

지 과정을 크게 도출해내고, 세부적으로는 고통극복, 임파워먼트의 발견

및 발전, 배움과 자기재정의, 일반생활기능, 삶의 질 향상의 구체화된 다

섯 단계의 회복과정을 제시했다. Young and Ensing(1999)이 도출해낸 회

복과정은 이전에 연구된 바와 같이 절망을 딛고 회복에 이르는 과정을 나

타내기도 했지만, 회복의 과정에서 질환을 가진 자기 자신을 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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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서 ‘재정의’하는 맥락을 다룬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회복과정을 다룬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당사자, 가족, 전문가를 대

상으로 회복과정을 살폈다. Noiseux and Richard(2007)가 조현병을 겪고

있는 16명의 당사자와 5명의 가족,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회복과정을

설명한 연구에서는 ‘질환으로 인한 고통’, ‘희망의 생성’, ‘증상에 대한 이

해(병식)’, ‘새로운 삶 혹은 증상과의 싸움’, ‘행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의

발견’, ‘내외적 힘의 균형유지’, ‘어둠의 끝에서 행복 인지’ 의 과정이 도출

되었다. 이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관련된 이들을 연구대상에 포

함시켜 당사자가 회복과정에서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내외적 상황들을 다

른 연구보다 면밀히 드러낼 수 있었다.

이러한 회복과정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도구 또한 개발되었다.

Andresen, Caputi and Oades(2006)가 개발한 회복단계측정도구(The

Stages of Recovery Instrument: STORI)에서는 희망의 발견 및 유지, 긍

정적 정체성의 수립, 삶의 의미 발견,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이라는 다섯

단계의 회복과정을 따르고 있다. 또한 Bullock(2005)는 정신건강회복척도

(Mental Health Recovery Measure; MHRM)를 통해 회복과정을 설명하

였는데, 정신건강회복척도는 Young and Ensing(1999)의 회복과정 중 마

지막 단계의 삶의 질 향상의 요소가 되었던 회복과정에 새로운 잠재력

(new potentials), 영성(spirituality), 옹호와 충만감(advocacy, enrichment)

의 세 가지 과정을 추가한 것으로 다양한 회복의 요소들을 가장 잘 포괄

하는 총 여덟 단계의 회복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송경옥, 2010). 특히 본

척도에서 다룬 회복과정은 개인의 회복에서 나아가 타인의 회복을 돕거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에 기여하는 ‘옹호와 충만감’을 다루었다는 특징

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회복척도 구성요소를 분석 과정에

있어 감지적 개념으로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피도록 하겠다.

첫째, 고통극복은 회복의 첫 과정으로써 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단계이다. 이때 당사자들은 질환을 받아들이고 변화

를 위한 동기 및 희망을 가지며 이를 위한 자원을 발견하고 얻는다. 둘째,

자기임파워먼트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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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전문가 혹은 돌봄 제공자에게서 벗어나 스스로 질

환을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직면한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자

기 효능감을 증대시킨다. 셋째, 교육과 자기 재정의는 자신, 자신과 질환

의 관계, 살아가야할 세상에 대해 이해(insight)를 뜻한다. 질환이 있는 자

신을 비난하지 않고 그 질환과 함께 살아가야할 세상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간다. 넷째, 일반적인 생활기능 수행

은 당사자가 사회 속에서의 삶에 적응하고 재통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당사자는 자신을 돌볼 줄 알고 활동하며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한

다. 다섯, 삶의 질 향상은 당사자가 전반적인 삶의 질 획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새로운 잠재력 발견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전반적 삶의

회복을 위해 당사자는 정신건강유지와 자아실현에 대해 생각을 하고 적응

적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수립한다. 여섯, 새로운 잠재력은 자아실현에

있어 자신이 세운 목표에 따라 의미 있는 도전이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이다. 일곱, 영성은 종교적 신앙이나 영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의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옹호와 충만감은 자신과 타인

의 권리를 옹호하고 편견에 굴하지 않으며 일과 다른 활동을 해나가는 것

이다.

국내에서는 2010년 이후 정신장애인 회복과정 대한 연구가 소수 이루

어진 바 있고, 대체로 특성화된 프로그램 참여나 특정 철학에 기반한 기

관을 이용하며 경험한 당사자의 회복과정을 살폈다. 이규명(2010)의 연구

에서는 당사자 12명이 클럽하우스 이용을 통해 경험하는 회복과정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연구 결과 회복과정은 위축과 고립, 점진적 참여, 역량 향

상, 갈등, 주체적 역할 수행, 유지의 여섯 단계로 나타났다. 위축과 고립의

단계에서 당사자는 질환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경험을 하게 되

고, 점진적 참여에서는 정상화된 역할에의 참여, 역량 향상에서는 자발성

과 내적 역량의 향상, 갈등 단계에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주체적 역할

수행에서는 클럽하우스 내에서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 유지단계에서

는 회복된 생활 유지해 나가는 경험을 도출해냈다. 이규명(2010) 연구의

연구 장소가 된 클럽하우스는 당사자들의 가능성을 고려하며, 일, 친구에

대한 욕구를 한 공간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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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2010). 때문에 이규명(2010)의 연구는 국외 연구에서와 달리 일,

역할, 관계가 강조되는 클럽하우스 모델과 회복을 살폈다는데 의의가 있

다. 또한 경제활동으로서의 ‘일’ 보다는 하나의 역할으로서의 ‘일’을 의미

하기는 하지만, 연구 결과를 통해 생활 속에서 어떠한 일을 맡고 주변 동

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밖에 이근희(2014)의 연구에서는 동료지원활동에 참여한 당사자 25

명의 회복과정을 근거이론방법을 통해 살폈다. 그의 연구에서 또한 강조

된 점은 ‘역할, 관계를 맺는 경험’이며, 준비단계, 경험단계, 성장단계, 지

속단계의 순환적인 회복 과정이 도출되었다. 준비단계에서 당사자는 병인

식·극복의지·관계 맺기의 경험을, 경험단계에서는 동료와의 관계 및 새로

운 역할경험을, 성장단계에서는 주체적인 대응 및 자기인식의 변화를, 지

속단계에서는 달라 보이는 세상과 미래·삶의 여정 지속의 경험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근희(2014)의 연구에서는 회복과정에 있는 당사자

가 다른 당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갖고 관계를 맺는 상호작용 속에서의

회복과정을 다룬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처럼 국내외로 회복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

체적으로 국외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각자만의 회복과정을 개척

해 나가는 당사자의 회복 경험, 그리고 국내에서는 동료(당사자)집단 내에

서 역할을 획득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회복과정을 살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신장애인의 회복과정에 대해 공통된 정의

는 존재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과

당사자 중심의 회복에 대해 살핀 연구는 부족하다. 국내 연구에서 재활

서비스 내에서의 역할 수행을 통한 회복을 살폈지만, 지역사회에서 회복

을 하기 위해서는 동료(당사자)와의 관계형성 경험 뿐만 아니라 실제 지

역사회 속에서 역할을 획득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와 회복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통해 당사자들이 어떠한 회복과

정을 경험하는지를 탐색하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밝힌 회복과정에 기반

하여 실제 바리스타 활동을 하는 당사자들의 회복 경험을 비교분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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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당사자의 회복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복 환경에 대해서는 다

음 항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3) 회복을 위한 환경

회복모델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는 회복이 당사자 내적인

변화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에서 분리 된 채로 병원에 강제입원

되거나 주거시설에서 생활을 하는 환경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USDHHS, 1999), 강점중심의 외적 환경이 당사자의 내적

인 변화와 상호작용할 때, 혹은 회복 문화가 형성 될 때서야 비로소 원만

한 회복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Ahern and Fisher, 2001; 송경옥, 2010).

당사자의 내적 회복과정이 명확하게 정의되기 어려운 것과 같이 회복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적인 자원들 또한 하나로 합의된 바는

없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 따르면 회복지향적인 환경들은 공통적으로 강

점관점, 이용자 중심, 당사자 주의에 입각한 요소들을 논의하고 있다. 우

선 Farkas 외(2005)는 회복지향적인 프로그램의 4가지 요소를 통해 회복

환경을 다뤘다. 그에 따르면 당사자 지향, 당사자참여, 자기결정/선택, 성

장잠재력의 가치에 기반 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회복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당사자 지향은 당사자가 스

스로를 환자, 클라이언트, 수혜자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

할(아버지·학생·노동자 등)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당사자

참여는 소비자인 당사자의 참여가 정신건강서비스의 질 관리에 있어서 주

요한 요소가 됨을 보여준다. 자기결정/선택은 정신사회재활과 클럽하우스

와 같은 정신건강프로그램과 같이 선택과 파트너쉽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장잠재력은 서비스 참여자와 실천가가 희망을 유지

하기 위해 전념하는 것을 뜻하는데, 특히 미래에 대한 희망은 회복지향서

비스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Ralph and Recovery Advisory Group(1999)은 구체적으로 회복 모델에

근거하여 회복의 외적 환경에 대해 다뤘다. 그들이 정의한 회복 모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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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지적인 서비스 제공자와 협조자들과의 신뢰 형성, 당사자의 문화적

취향의 존중이 전제된 서비스 선택, 고용 및 주거 등 전반적인 재정적 지

원, 지지적인 관계망(가족, 친구, 동료)을 회복 환경의 전제로 정의한다.

이러한 회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는 ‘환경 속의 인간(person in

enviroment)’의 관점에서 당사자들이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그들이 환

경 안에서 지지체계, 권리와 권한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Carpenter, 2002; Abbott, 2008).

상기의 선행연구를 살폈을 때 회복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회복 환

경은 크게는 강점관점에 기반하여 당사자의 회복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

기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당

사자로서 자아를 확립하여 살아가는 것이 회복과정이다. 하지만

Jabcobson and Greenly(1993)가 주장한 바와 같이 회복과정에는 당사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회복과정 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 또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적인 회복과정과 회복 환경을 분리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Ahern and Fisher(2001)는 회복과정과 회복 환경을 아우르

는 ‘회복 문화’의 개념을 통해 회복을 논의했다. 문화는 한 집단을 결속하

는 믿음, 가치, 관습들을 아우르는 것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회복문화는 회

복 관계, 회복 믿음, 회복 자아정체감, 회복 사회, 회복 기술들을 포함한

다. 각각의 요소를 살피면, 회복 관계는 당사자 자신이 회복이 될 것이라

믿어주는 누군가와의 믿음을 의미하고, 관계에서의 믿음을 통해 당사자는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회복 관계 속에서 당사자는 새로

운 자아를 형성해나간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형성할 수 있는 관계, 사

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주류 사회에서 회복지

향적인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회복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당사자 또한

때때로 이러한 주류사회에서 거절당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나갈 수 있다.

회복과정, 회복 환경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폈을 때 회복을 지원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지점은 당사자들이 지지적인 회복 환경 속에서 타인

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확립해 나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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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회복의 일면을 고려하면,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경

제활동을 위한 역할을 획득하여 자립하고 다른 구성원과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 또한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직업재활과 회복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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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직업재활과 회복

본 절에서는 직업재활을 이해하기 위해 직업재활의 개념, 당사자욕구

기반 중심으로 발전해온 직업재활 모델의 흐름을 살핀다. 그리고 제 1절

에서 논의한 회복을 바탕으로 직업재활프로그램과 회복에 대해 고찰하고,

회복의 흐름과 직업재활모델에 대한 관점 변화에 따라 최근 각광받고 있

는 바리스타훈련의 현황 및 바리스타훈련과 회복에 대해 논의한다.

1. 직업재활의 개념과 모델

1) 직업재활의 개념

직업재활은 정신재활의 한 영역으로 국내에서는 정신보건법(1995년)

제정 당시 탈원화 추진과 함께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대책의 일환으로 제

시되었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사회 정

신보건시설이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직

업재활은 주로 ‘취업’, ‘회복’의 맥락에서 살필 수 있다.

먼저 일부 연구에서는 ‘직업’ 혹은 ‘취업’에 목적을 두고 협의적 개념화

를 시도 했다. 나운환 외(2014)는 정신장애인이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안

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들이 안정된 취업과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라 정의했다.

Waddell, Burton and Kendall(2008)는 직업재활이 건강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직업에 복귀하거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라 설명했고, Parker and Szymanski(1998) 또한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개발하고 계획하는 과정이라 간명하게 정의

내렸다.

직업과 회복을 아우르는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광의적 개념화가 이

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촉진법에서는 “장애인

에게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소개 기타 이 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직업재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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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으며, Anthony 외(1986)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수행할 수 없

는 사람들에게 비장애인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 및 직업을 유지하고 지

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라는 비교적 확장된 정의를 내린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희철(2015)은 직업재활이 직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

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정의하였고, 정은진(2011)은 직업이라는 수단

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직업재활이라

하였다. 특히 몇몇 연구에서는 직업재활을 정의하는데 있어 직업을 주된

목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이달엽, 이승욱, 박혜전(2003)의 연구에서는 정신장애로 인해 잃어버린 개

인적, 사회적 정체성과 정의를 회복하는 과정을 직업재활이라 정의하였으

며, 손명자(2006)의 연구에서 직업재활은 치료적·심리적·사회적 관계성 측

면에서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정의되었다.

정리하면,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정의는 크게 ‘취업’과 ‘회복’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협의적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업’을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직업재활을 광의

적 측면에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입

각해 직업이라는 수단을 통해 회복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직업재활의

개념으로 정의내리고자 한다. 또한 직업과 회복이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는 직업재활의 개념적 정의를 토대로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회복에 대한

당사자의 경험을 살피고자 한다.

2) 직업재활모델

국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지원은 초기에 주간 재활프로그램

(day treatment program)으로 시작하여, 점차 사례관리 및 직업재활로 서

비스의 영역으로 확장됐다. 1995년 정신보건법 수립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수용위주 치료와 시설중심의 보호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정신보건법 수

립 이후에는 지역사회에 비입원 시설을 구축하고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직업재활’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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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김규수, 1997).

직업재활은 근거하는 모델에 따라 프로그램의 제공환경, 지원 방식 등

이 조금씩 달라진다. 정신장애인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온 전통적 직업재활

모델은 크게 보호고용(sheltered workshop),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임시고용(transitional employment), 개별독립취업

(individual competitive employment)이 있고 최근에는 창업모델, 사회적

기업, 직업재활 강점사례관리 등의 모델이나 혼합유형의 모델들이 제시되

고 있다(최희철, 2015). 전통적 모델은 보호적 환경에서의 고용을 중시하

지만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모델들은 경쟁적 환경에서 정신장애인의 욕구

에 맞는 직업재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업재활모델의 발

전과정 및 성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표1).

우선 보호고용은 정신장애인이 비정신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와 고용기

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며, 경쟁적 환경에서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보호고용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강위영 외, 2001).

보호고용모델은 경쟁고용 이전에 당사자가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역할(훈련형), 그리고 경쟁고용에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를 직접적으

로 고용하는 역할(고용형)을 수행한다(나운환, 2001). 하지만 실제 보호작

업장에서 훈련받은 당사자가 노동시장에 나갔을 때 접하는 일의 수준과

격차에 따른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쟁취업보다는 작업장에 머무르려는 경

향이 많아졌고, 보호작업장에 대한 사회적 스티그마가 심화되는 상황이

발생했다(Mueser et al., 1997; 보건복지부, 2010). 국내에서 또한 이와 같

은 이유로 보호작업장이 지속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때문에 1986년 재활법이 시행되며 보호고용에서 나아간 지원고용모델

보호적 환경 경쟁적 환경

보호작업장

(훈련형)

근로작업장

(고용형)

임시취업/지지취업

, 지원고용
사회적

기업
독립취업

보호고용 지원적 고용
자료: 보건복지부(2010:204)

<표 1> 직업모델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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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지원고용은 정신장애인이 욕구에 맞는 직업을

가진 후 직무지도원(job coach)을 연결하여 직무를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지만(강위영 외, 2001), 국내에서는 초기에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상

의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직업재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1995년 만들어진 정신보건법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법이 명시되

어 있었고(김민, 이근용, 조성재, 2015), 2000년 장애 영역이 확대 되면서

실질적인 지원고용 혜택을 받게 되었다(Liberman, 1988; 손명자, 2006).

지원고용모델의 형태는 개별배치모델(individual placement model), 소

집단 모델(enclave model), 이동작업모델(mobile work model), 소기업모델

(small business model) 등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개

별배치모델이다. 개별배치모델은 실제 경쟁고용을 통해 일을 하게 된 정

신장애인을 사회복지사가 일대 일로 지원하며, 고용주와의 임금협상, 노동

시간 중재, 직무현장에서 정신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특징을 갖는

다(강위영 외, 2001). 이는 정신장애인이 직업현장에 배치 된 후에 작업방

법, 사회기술, 일상생활기술 등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지원을 받으며(손명

자, 2006), 당사자의 욕구와 선택을 중심으로 당사자에게 통합적인 정신건

강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갖는다(Becker and Drake, 2003;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6; Nordström, Skärsäter, Björkman

and Wijk, 2009; Areberg, Björkman and Bejerholm, 2013). 개별배치모델

의 효과성은 보호고용에서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국외

에서는 중증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별배치모델의 효과성이

입증되기도 했다(Burns, Catty, Becker, Drake, Fioritti, Knapp and

White, 2007; Koletsi, Niersman, Busschbach, Catty, Becker, Burns,

Fioritti, Kalkan, Lauber, Rossler, Tomov and Wiersma, 2009).

지원고용모델은 보호고용과 비교했을 때 정신장애인의 욕구와 지역사

회통합을 고려했고 취업률을 높인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몇 가

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우선 한 당사자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

어 이를 지원하는 전문가의 책임이 커진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지원고

용모델 중 이동작업모델과 소집단모델은 다른 모델에 비해 일반근로자나

지역사회와 통합할 기회가 적다(강위영 외, 2001). 뿐만 아니라 지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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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단순 작업을 하는 직

군에 당사자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직업 유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정신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한다하더라도 지원고용모델은 여전히 전문

가 중심적이고 직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통합의 기회를 부족

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직업 유지의 측면에서 제한이 크다.

최근에는 보호고용이나 지원고용모델의 한계를 지적하고, 당사자의 욕

구에 맞는 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업모델, 사회적

기업, 강점사례관리 등의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희철(2015)은 이러한

모델들을 통틀어 뉴프론티어(new-frontier) 모델이라 지칭했으나, 아직까

지 이러한 모델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며 지원고용모

델에서 조금 나아간 방향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국외에서는 어떤 하나의 모델을 통해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기준

을 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바 있고(Mueser et al., 1997), 다양

한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실천현장에 있어서는 직업재활 모

델들이 혼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 국외에서는 전통적인 지원고용

모델과 사회적 기업모델을 혼합(hybrid)한 모델을 기반으로 바리스타 훈

련프로그램이 운영된 바 있는데(Tan, 2009), 혼합모델은 두 가지 모델을

혼합하여 활용함으로써 각 모델의 강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서비스

이용자인 당사자의 욕구에 입각해 다각적인 측면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향에 입각하면 A기관의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또한 전통적

모델과 지원고용모델을 결합시킨 혼합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 하여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만을 원하는 경우 전통적

모델에 입각한 지원을 하고, 당사자가 외부 취업을 원하는 경우 바리스타

강의 수강 등을 통해 개입하는 지원고용모델에 기반한 실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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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재활프로그램과 회복

직업재활프로그램과 회복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직업은 단순히

자원을 획득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치(one’s self worth)

의 상징이자 사회적 정체성을 결정해주는 수단이다(Aviram, 1990; 김영천

외, 2006). 즉, 직업은 한 개인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Pratt et al., 1999),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살아가고 회복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손명자, 2006). 당사자

가 질환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성장하는 과정을 회복

이라 할 때,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서 역할을 공고히 하고 회복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직업은 타

인과의 소통, 규칙적인 생활 등을 하게 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이 사회에 재

통합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회복과 많은 연관이 있다(손명자, 2006).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며 ‘일’을 하지 않는 당사자는 사회적 접촉의 결여

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Marrone and

Golowka, 1999; Krupa, 2004), 회복에 있어 직업재활이 주요한 부분을 차

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살핀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Liberman(1988)는 만성정신장애인에게 직업이 그 자체로 증

상에 대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당사자들이 직업활동

을 하며 질환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기제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Krupa, 2004). 또한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직업 활동의 긍정적 측면을 밝힌 연구들에서는 직업 프로그램을 통

해 새로운 생활구조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고 직업을 유지함으로서

‘정신과 환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다

고 하였다(송혜자, 2008; 나운환 외, 2014). 정신장애인에게 일은 동기, 자

기 자신에 대한 확인, 대인관계의 변화,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Rogers, 1995; 공마리아 외, 2013).

직접적으로 직업재활프로그램과 회복의 관계를 양적, 질적으로 살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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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들에서는 직업재활이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한다.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회복경험을 다룬 국내 질적

연구에서는 ‘부족한 자신에게 몰두’, ‘마음을 다짐’, ‘자신을 다시 알게 됨’,

‘증상으로부터 편안해짐’과 같이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증

상에 대해 통제할 수 있게 되는 회복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다(노춘희, 2000). 직업재활프로그램을 포함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이

정신건강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에서 또한 재활프로그램이 회복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봉은주, 시영화, 박명숙, 배

경희, 정미진, 양미화, 김송자, 2012). 봉은주 외(2012)의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회복의 측정도구로서 정신건강회복척도를 사용한 것이다. 정신건강

회복척도(Mental Health Recovery Measure, MHRM)를 도구로 하여 사

전사후 변화를 살핀 결과, 정신건강회복의 총점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

었고 하위영역에는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자기권한

부여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국외 연구에서는 회복 패러다임에서의 ‘회복’ 관점에 입각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진바 있다. Woodside, Schell and Allison-Hedges(2006)의 연

구에서는 8주 이상 직업 활동을 유지한 당사자들의 경험을 질적 방법으로

살폈고, 연구 결과 직업활동을 유지하는 당사자들은 스스로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들,

예를 들어 질환을 다루고 삶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질환을 극

복함으로써 오는 내적인 성숙과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회복과정에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 ‘직업적 성공 여부와 직업재활을 하는

장의 분위기’가 회복에 있어 중요한 환경적 요소가 되었다고 서술하였고,

Woodside 외(2006) 또한 정신장애인들이 직업 활동을 하는 노동의 장이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조성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Provencher,

Gregg, Mead and Mueser(2002)는 직업 유지의 시기가 다른 당사자 6명

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시기에 따라 당사자들이 느끼는 ‘자기 재정의’, ‘역

량강화’, ‘타인과의 연결 정도’, ‘일의 의미’, ‘직업적 미래’, ‘회복의 의미’ 등

을 살폈다. 연구 결과 직업 활동 기간이 오래될수록 자신에 대한 정의, 일

의 의미, 직업적 미래, 회복의 의미 등이 긍정적이고 확고하게 변하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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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타인에 대한 연결정도 또한 일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강하게 나타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와 같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였을 때 국외에서는 2000년대 이후 ‘직

업과 회복 패러다임에 기반한 회복’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직업재

활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회복을 살핀 연구는 많지 않고, 회복의 단편적인

요소에만 초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Koletsi et al., 2009,

McGurk, Mueser, DeRosa and Wolfe , 2009; 나동석,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재활의 목적이 당사자의 회복에 있고 직업재활과 회복이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바리스타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

를 통한 회복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그리고 바

리스타 훈련프로그램과 회복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피도록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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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과 회복

1)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우리나라의 커피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윤상희, 유종서, 2012),

이에 따라 바리스타라는 직업과 바리스타 교육에 대한 선호도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전광수, 이승훈, 서지연, 송주은, 2008; 채여진, 2014).

2010년 이후에는 정신장애인에게 또한 바리스타가 선호되는 직업으로 떠

오르기 시작했는데, 강점사례관리, 창업모델, 혼합모델 등의 직업재활모델

이 비슷한 시점에 제시되어 바리스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카페들이 생겨

나기 시작했고,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약 10여개의 기관에서

약 23개소의 카페(수원 C카페, 성남 F카페, 안산 J카페, 서울 W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많은 정신보건기관 산하에서 바리스타 훈련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는 당사자의 회복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국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바리스타 훈련 참여가 건강한

삶의 방식,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되어 선호되고 있음을 언

급했지만(Tan, 2009), 이는 회복과 연관성이 있는 일부 요소만을 살핀 것

이고 국내의 맥락에서 정신장애인의 바리스타 훈련과 회복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바가 없다. 그렇지만 실태조사 혹은 연구자가 경험한 현장의 상

황을 미루어보았을 때 당사자에게 바리스타 훈련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

유,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이 당사자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은 다

음과 같이 살필 수 있다.

첫째, 바리스타 훈련은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중 전문기술

을 습득하여 활용하는 의미 있는 서비스 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보건

복지부(2010)의 서울시 정신장애인사회복귀서비스 정책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330명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순노무

직(146명), 서비스직(84명), 제조업(46명), 사무직(33명), 기능직(11명), 전

문직(6명), 어업(4명)순으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당사자가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최희철(2015)의 연구에서 또한 현재 정신장애인에게 알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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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종이 대부분 지하철 택배, 제품포장 업무 등 단순노동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실제 직업현황과 관련한 인터뷰에서는 대다수

의 당사자들이 단순노동직 중심의 취업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는

데(보건복지부, 2010), 이러한 현실을 미루어보았을 때 바리스타 훈련은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서비스업으로써 정신장애인에게 매력적인 직종

다가올 수 있다.

둘째, 훈련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

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카페들은 센터의 입구 혹은 공공기관 등에 위치

해 있어, 당사자들은 훈련을 받으며 지역사회주민과 대면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빈번하게 하게 된다. 이는 당사자들이 증상에 관계없이 지역사회

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또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기회를 제공한다. 때문에 기존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이러한 관계 형성의 경험은 회복과정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환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Ahern and Fisher, 2001; 이규명,

2010; 이근희, 2010).

이러한 당사자의 욕구 및 배경 하에 국내에서는 바리스타 훈련이 확산

되고 있으며 A기관의 바리스타 훈련 프로그램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2010년 이후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과 회복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피도록 하겠다.

2) 바리스타 훈련 프로그램과 회복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과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살핀 연구는 없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훈련의 경험에 대해 고찰한 국내 연구가 있

고 정신장애인의 바리스타 훈련참여 경험을 질적으로 살핀 국외 연구가

있다. 우선 국내 연구에서 채여진(2014)은 지적·자폐 장애인을 연구 참여

자로 하여 바리스타 훈련 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삶의 질을 개인적·사회 환경적·심리적·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적 측면에서는 ‘만족과 보람, 즐거움’,

‘자신감과 흥미생성’, 사회환경적 측면에 있어서는 ‘소통과 융합’,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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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있어서는 ‘동료와의 친밀감 및 관계향상’, ‘소통의 기술 증대’,

‘정확한 의사표현’, ‘배움을 즐김’,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취업에 대한

열망’, ‘현장경험의 이해’, ‘일에 대한 생각’ 등이 결과로 도출되었다. 또한

김귀연 외(2015)의 연구에서는 경도지적장애학생의 바리스타 직무교육과

수행이 직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는데, 연구 참여자 모두 직무

수행능력의 향상과 흥미 및 자신감 향상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

었다. 채여진(2014)과 김귀연 외(2015)의 연구가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대

해서는 살피지 않았지만, ‘자신감 향상’, ‘배움을 즐김’, ‘소통 증대’, ‘일에

대한 생각’ 등은 선행연구에서 회복과정으로 포함하는 ‘역량향상’(이규명,

2010), ‘관계맺기의 경험’(이근희, 2014), ‘일반생활기능 향상’, ‘새로운 잠재

력’과 유사하다(Bullock, 2005). 국외연구에서는 Tan(2009)가 약 1년간 바

리스타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경험을 회고적으로 살펴 참

여 경험이 직무관련 행동, 직무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

출했다. 그리고 그는 바리스타 훈련 참여 경험이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

리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는 회복과정

관련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증상과의 싸움, 고통으로부터

의 전환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Deegan, 1988; Bullock, 2005; Noiseux

and Richard, 2007).

상기와 같은 선행 연구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직접적으

로 살피지 못했던 정신장애인의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회복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채여진(2014)과 김귀연 외(2015)의 연구에서

장애인의 바리스타 훈련 경험을 살폈지만 정신장애와 지적장애는 장애에

따른 어려움과 회복과정이 다른 맥락에서 나타난다. 단적인 예로 발병 시

기, 재발 환경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적장애는 지역사회에서 사회화를 시

작하기 이전인 유년기에 시작된다. 하지만 정신장애는 대체로 사회화가

된 후인 10대 후반에서 20대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조맹제, 박

종익, 배안, 배제남, 손정우, 안준호, 이동우, 이영문, 이준영, 장성만, 정인

원, 조성진, 홍진표, 2011), 정신질환을 겪는 당사자의 경우 발병 전의 정

체감과 발병 이후 새로운 정체감을 형성해야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정신질환의 증상은 매순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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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환경과 증상이 직결되어 있어 지적 장애와는 질환의 특성 측면에

서 차이가 있다. 궁극적으로 채여진(2014)과 김귀연 외(2015)의 연구에서

는 직무능력 혹은 취업률 향상을 살피고자 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고찰

하고자 하는 회복과정과 살피고자 하는 바가 다르다. 동일하게 Tan(2009)

의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바리스타 훈련 경험을 회고적으로 살폈으나 주

로는 취업유지기간 측정에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바리스타 훈련 참여와 회복과정을 살핀다.

정리하자면 바리스타 활동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주민인 손님, 동

료, 직원들과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바리스타 활동을

하며 만나는 이들과 소통해나가는 과정에서의 경험하는 관계 맺기는 당사

자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당사자들의 바리스타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A기관을 연구 장소로 선

택했고 해당 기관에서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는 당사자를 연구 참여자로

하였다. 또한 회복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회복과정을 살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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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회복과정을 질적 방

법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근거에 대해 제시하고, 연구방법으로 삼고자 하

는 질적사례연구방법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또한 자료수집과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 연구 참여자, 연구의 엄격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 1절 질적사례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당사자들의 회복과

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확인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회복의 과정이 어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회복

패러다임에서의 회복은 공통된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당사자

에게 개별화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회복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면

접, 참여관찰과 같은 질적 방법이 적합하다(Anthony, 1993; Jacobson et

al., 1993). 따라서 본 연구는 당사자들의 개별화된 회복과정을 면밀히 살

피기 위해 양적인 방법보다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회복 경험에 대한 발

견을 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바리스타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의 참

여 당사자를 연구 참여자로 하여 질적사례연구방법을 통해 풍부한 회복

경험을 이끌어냈다.

사회과학분야에서 사례연구는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그 정의에 대해서

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사례연구를 정의하는 기준은 방법

(method), 연구 설계(research design) 등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기에는 모호함이 크며, Stake(2005)는 사례연구가 방법론적인 측면에

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연구를 하는데 있어 공통적인 방법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세영, 2012). 이러한 상황에서 Van

Wynsberghe and Khan(2007)은 사례연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례연구에 대한 몇 가지 논의를 정리하였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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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질적사례연구에 대한 정의 중, 본 연구에서는 Yin(2003)의

질적사례연구방법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Yin(2013)은 사례

연구가 논리,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등을 포괄하는 하나의 연구전략

이라고 정의했는데, 그에 따르면 사례연구는 범위와 기술적 속성으로 정

의될 수 있다. 첫째, 사례 연구의 범위는 실생활에서의 현상에 대한 다루

는 실증적인 연구이며, 현상과 맥락의 경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자료수집 및 자료 분석전략 등의 기술적

속성에서 사례연구는 현상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다룬다. 셋째, Yin(2013)

의 사례연구에서는 ‘어떻게’와 ‘왜’의 연구 질문을 강조한다. 상기와 같은

질적사례연구방법의 정의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 하는 회복과정

(현상)과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맥락)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회복과정에 포함되는 다양한 회복 요소를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질적사례연구방법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따른 회복과정이 ‘어떻게’ 일어

나는지에 대한 연구 질문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질문에 답

하기 위해 질적사례연구방법을 설계하였다.

학자 정의

Eckstein(2002, p. 124)
사례는 적절한 변수에 대해 단일한 기준에 의거하

여 보고하고 해석하는 현상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Yin(2003, p. 13)

사례연구는 특히 현상과 맥락의 경계가 분명한 증

거가 없을 때, 실제 삶의 맥락 안에서 특정현상에

대해 조사하는 실증적인 연구이다.

Cresswell(2002, p. 61)

사례연구는 사건, 활동, 과정, 개인 혹은 다수의 객

체를 포괄하는 “사례” 혹은 “경계가 있는 체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담는 연구이다.
자료: VanWynsberghe and Khan. (2007:81)

<표 2> 질적사례연구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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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은 주로 면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밖에

참여관찰, 문서기록을 자료수집 방법으로 활용한다. Yin(2013)은 사례연구

의 자료 수집에 있어 문서, 보관기록, 면접, 직접관찰, 참여관찰, 물리적

인공물의 여섯 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며 보다 타당하고 풍부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하도록 권

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면접 이외에 참여

관찰법, 문서 기록을 활용하고자 하였고, 각각의 자료 수집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1. 면접

연구자는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회복과정을 파악하기 위

해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 장소는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훈련을 진행하는

카페가 될 것이지만, 연구 참여자가 더 편안하게 느끼고 원하는 장소가

있을 경우 다른 곳을 면접장소로 변경했다. 면접은 2016년 12월~2017년 3

월 사이에 30-40분에 걸쳐 약 2회 진행되었고, 면접 내용의 정확성을 위

해 면접 내용을 녹취한 후 24시간 이내에 전사했다.

면접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Young and Ensing(1999)

과 이근희(2014)의 회복과정 연구에 기반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면

접을 진행했다. 우선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참여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참여계기, 경험 등에 대한 질문을 구성했고, 다음으로 회복 및 변화에 대

한 질문을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리스타 훈련 프

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내용이다. 참여 경험에 있어서는 (1) 훈련에 참

여하게 된 계기 (2) 좋았거나 보람을 느꼈던 경험 (3) 어려웠던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한다. 둘째, 회복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회복과정에 대한 측

면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참여 전후로 (1) 프로그램 참여 동안 스스로 변

화했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개방형 질문 (2) 질환 (3) 어려움을 다룬

경험 (4) 일상생활 (5) 대인관계 (6)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7)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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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구상 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했다. 참여자의 회복과정을 보

다 자세히 살피기 위해 면접의 상황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기도 하고 제외

하기도 하였다(표 3 참조).

2. 참여관찰

연구자는 정신장애인의 바리스타 훈련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A 기관의 카페에서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Spradley(2005)에 따르면 참여관찰법은 일상적 참여자와는 달리 객관적

관찰과 주관적 감정 모두를 자세히 기록해야하며, 기록은 즉석에서도 작

성할 수 있고 관찰 장소를 떠나서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참여관찰법은

개입의 정도가 가장 낮은 비참여에서 개입의 정도가 가장 높은 완전참여

에 이르기까지 5단계의 참여자 유형이 존재한다. 연구자는 설거지나 계산

등의 카페업무를 도움으로써 중간수준의 참여자로 참여관찰을 했으며, 자

료수집기간은 2016년 12월~2017년 3월 사이에 해당된다. 참여관찰의 기준

은 면접의 주요 질문 내용에 근거 하여, 참여 관찰로 파악할 수 있는 부

분에 기준을 두고 시행했다. 더불어 면접, 문서기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

려운 참여자와 동료, 직원, 손님들 간의 역동을 관찰하고자 했다.

3. 문서기록

문서기록에 있어서는 기관에 비치된 바리스타 훈련에 대한 자료들을

참고했다. 2016년 7월~12월 월례회의록을 수집하여 연구자가 없는 곳에서

훈련생 간에 일어났던 역동, 회복과정을 분석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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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참여

과정

1
바리스타 활동을 어떠한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야

기해주세요.

2
일을 하면서 가장 좋았거나 보람을 느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3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회복

·

변화

4
바리스타 활동을 통해 가장 크게 변화된 점에 대해 이야

기해주세요.

5
질환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리스타로 활동하기 위

해 한 노력들을 이야기 해주세요.

6
바리스타 활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어려움, 그를 스스로

다룬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7
바리스타 훈련을 하면서 일상생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

었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8
바리스타 훈련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어떠한 변

화가 있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9
바리스타로 활동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변했나

요. 변했다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야기해주세요.

10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생각해 본 적

이 있다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야

기해주세요.

<표 3> 면접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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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로 Stake(1995)의 사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회복과정

의 하위범주 및 범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범주들을 일련의 과정으로 분

석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Glaser(1992)의 과정분석을 실시하였다.

Glaser(1992)의 과정분석은 근거이론연구방법에서 범주들을 연결 짓기 위

해 주로 사용되지만, Stake(1995)의 분석 방법만을 활용하여 과정을 나타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Glaser(1992)의 방법을 보조적으로 채택

하게 되었다. 제 3절에서는 각각의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피고, 실제

이를 적용하여 분석한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먼저 Stake(1995)의 사례분석방법은 범주적 합산(categorical

aggregation)과 직접적 해석(direct interpretation), 상응과 유형

(correspondence and patterns), 자연주의적 일반화(naturalistic

generalizations)를 통해 이루어진다. 각각에 대해 상세히 살피면 첫째, 범

주적 합산과 직접적 해석에서 연구자는 각 사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의 경우가 어떤 하나의 종류라고 결론이 날 때까지 경우들을 모으고(범주

적 합산), 각 사례에서의 개별적인 경우에 대해 직접적인 해석을 통해 의

미를 추출한다(직접적 해석). 둘째, 상응과 유형은 유형, 일관성, 특정 조

건 내에서의 일관성을 가지고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이해하

려고 하는 것이 ‘사례’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상응성(a

sense of correspondence)을 가지고 분석한다. 연구자는 기록들을 범주화

하고 합산해 나가면서 유형을 찾고 미리 설정된 범주와 함께 새로운 범주

들을 찾으면서 자료들을 다시 살펴야한다. 셋째, 자연주의적 일반화는 독

자들이 마치 자신에게 일어난 것처럼 사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이야기체의 묘사와 대리 경험을 통해서 이르게 되

는 결론을 의미한다(Stake, 1995).

다음으로 Glaser(1992)는 이론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방코딩, 선

택코딩, 이론적 코딩을 제시하였다. 개방코딩은 선택 코딩을 하기 전에 지

속적 비교분석을 하는 최초의 단계이며, 선택 코딩은 개방코딩을 멈춘 후

핵심범주와 그 속성들로 범위를 제한하여 도출된 실체적 코드들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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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과정 분석을 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코딩은 실체적 코드들

을 이론으로 통합하기 위해 개념화 하는 과정으로서 핵심범주를 다른 범

주와 연관 짓고 범주들을 이론적 구성체로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Stake(1995)의 사례분석방법을 통해 도출된 실체적 코

드들을 바탕으로, Glaser(1992)가 제시한 선택 코딩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과정 분석은 연구자가 “범주의 속성은 무엇인가?”라

는 질문하기를 반복하며, 코딩, 비교, 분석, 메모해가며 범주를 만들어내는

‘일반적 코딩’과 유사한 과정이다(김인숙, 2016). Glaser(1992)에 따르면

‘과정’이라는 것은 모든 자료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흐름으로써,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시간 경과에 따른 움직임이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연구자는 지속적 비교방법2)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자연스럽게 도

출해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연구자는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분석과정을 거쳤다(표4).

1) 수집된 자료 전사 및 의미 파악

연구자는 분석을 위해 수집된 인터뷰 녹취록 전사자료, 참여관찰 기록

지, 카페 내 회의록 자료 복사본을 반복하여 읽으며 전반적인 흐름을 파

악하였다.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에는 밑줄을

긋고, 연구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메모하였다. 그리고 Stake(1995)의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각 사례 내에서 의미를 추출(직접적 해석)하기 위한 미

2) 지속적 비교방법은 사건과 사건, 사건과 개념을 비교해 나가는 과정으로 연구자의 선
지식이나 선입을 되도록 억제하고 분석의 귀납성을 확보함으로써 에믹(emic)의 관점을
견지한다(Glaser, 1992).

1 수집된 자료 전사 및 의미 파악
2 개념 추출
3 개념의 하위범주화
4 범주화
5 과정 분석
6 자연적 일반화에 근거한 회복과정 서술

<표 4>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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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서술(emic)에 유의하며 줄 단위 혹

은 사건 단위로 의미를 발견하였다. 다섯 사례 각각을 살피며 각 사례들

이 갖고 있는 회복의 의미들을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메모하였다.

2) 개념 추출

앞선 단계에서 도출된 의미들을 한데 모아두고 ‘상응성’의 논리를 활용

하여, 의미들을 합산·해체하며 유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유사한 의

미들을 한데 묶고 유사하지 않더라도 도출된 의미들을 따로 분류하여 유

형화하였다. 의미들을 유형화한 이후에는 유형(의미들의 묶음)을 개념화하

였다. 이를 명명하는데 있어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서술(emic)을 최대한으

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념의 하위범주화

도출된 개념들을 상응성의 논리로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하위범주

를 도출하였다. 하위범주를 도출할 때에는 Bullock(2005)의 정신건강회복

척도 구성요소를 감지적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Bullock(2005)의 회복 척도

는 ‘고통극복’, ‘자기임파워먼트’, ‘교육과 자기재정의’, ‘일반생활기능’, ‘전반

적 삶의 질’, ‘새로운 잠재력’, ‘영성’, ‘옹호와 충만감’등 포괄적인 회복 요

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감지적 개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감

지적 개념을 염두에 두고 회복과정의 개념들을 범주적 합산하였고, 분석

과정에서 범주화 되지 않는 개념들은 따로 분류해두었다. 하위범주를 명

명하는 것 또한 참여자의 서술(emic)에 입각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

다. 예를 들어, 본 연구 결과 중 ‘나를 세움’이라는 하위범주는

Bullock(2005)의 회복과정 구성 요소 중 ‘자기재정의’라는 감지적 개념과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고통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것이

값진 거죠.”라는 참여자의 서술(emic)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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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주화

전 단계와 동일하게 ‘회복과정, 바리스타 훈련’이라는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각각의 하위범주를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 있어 하위범주들

이 한데 모여 범주화되기도 하고, 범주화되었던 하위범주들이 다시 해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최종적인 범주를 도출해내었고,

이를 명명하는데 있어서는 연구자의 해석(etic)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5) 과정분석

최종적으로 도출된 범주들을 토대로 과정분석을 실시하였다. ‘바리스타

훈련’이라는 맥락을 고려하여 범주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자 했다. ‘회복과정’, ‘바리스타 훈련’이라는 감지적 개념을 염두에 두고 범

주들을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약 4개월간 수집한 자료들

을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회복과정

의 일반적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6) 자연적 일반화에 근거한 회복과정 서술

도출된 회복과정은 자연주의적 일반화에 근거하여(Stake, 1995), 개인,

시간, 장소에 따라 감각적으로 묘사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개념이 나타난

의미들을 인용하여 참여자들이 경험한 바에 대해 생생하게 서술(emic)하

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연구자의 관점에서 연구결과를 해석

(etic)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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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이다. 장애인복지법 규정상 정신장애인의 범주는 조현병, 분열

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의 질환을 가진 자만 포함

될 수 있지만, 스티그마 혹은 장애 진단 상의 모호함으로 인해 장애등록

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은 회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장애의 영역보다

많기 때문에(황태연, 2003; 이근희, 2014), 본 연구에서는 질환의 범주나

장애등록여부를 고려하기 보다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복귀시설을 이용

하고 있는 회원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 한다. 다음으로 고려할 연구 참여

자 선정 기준은 참여하고 있는 바리스타 훈련의 참여 여부이다. 바리스타

로 활동하는 과정 중에 있는 당사자를 연구 참여자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바리스타 훈련 참여생 중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거친 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3개월을 선정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김연희와 하경희(2005)의 사회

복귀시설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정신보건서비스와

접촉, 관계형성, 참여의 질 등 서비스를 원활히 평가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상기와 같은 기준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 정한 연구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

첫째,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복귀시

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이다.

둘째, 바리스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이다.

셋째, 바리스타 훈련 프로그램 참여기간이 3개월 이상 된 자이다.

넷째,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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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모집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연

구 목적을 위한 자료 수집을 풍부히 할 수 있는 기관 선택을 위해 의도적

표집방법을 통해 연구 장소를 선택하였다(Corbin and Strauss, 1990). 그

리고 의도적 표집 방법을 통해 선택한 A기관에서 앞서 밝힌 4가지 기준

에 입각해 당사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 하였다.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

는 당사자 총 5명 중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의 참여, 기타 자료수집에

동의하는 자에 한하여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 모집은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시행 기관 및 담

당 직원의 동의로부터 시작되었다. 모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앞서 살

핀 네 가지 기준을 본 전제조건으로 하였다. 또한 우선적으로 ‘바리스타와

회복’이라는 주제에 익숙한 참여자를 고려하고, 회복의 과정에 대한 자료

를 다양하게 수집하기 위해 참여기간을 상이한 훈련생들을 선정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최초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본 연구 문제와 유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터뷰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바리스타와 회복’이라

는 주제에 익숙한 <참여자 A. B>에게 동의를 구하였다. <참여자 B>는

‘훈련 받는 중에 힘든 일이 많다며 할 이야기가 많다.’라고 하며 흔쾌히

연구 참여를 수락하였고, <참여자 A>의 경우에는 연구 참여에는 동의하

지만 ‘인터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인터뷰를

최소화 하고 참여관찰과 문서기록 중심의 자료 수집을 할 것을 약속했으

며 연구 참여 도중 불편함이 있을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자세히

설명한 후 모집을 하였다.

다음으로 훈련기간의 상이성을 고려하여 <참여자 D>, <참여자 C>,

<참여자 E>에게 동의를 구하였다. <참여자 C>는 다른 참여자들의 훈련

기간과 비교했을 때 중도에 위치해 있는 참여자로, 2015년 바리스타 활동

을 시작할 무렵부터 연구자가 실습생, 기관 직원의 신분으로 프로그램 참

여 및 회복과정을 함께해 왔다. <참여자 C>에게 연구 내용을 설명하였을

때 ‘도움이 되고 싶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연구 참여에도 동의하였

다. <참여자 E>는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지 가장 오래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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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며, <참여자 D>는 가장 최근에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시작한 참여자

이다. <참여자 E, D>의 경우 <참여자 A, B, C>와는 다른 카페에서 근무

를 하고 있는데, 카페 측에서 담당 직원을 통한 모집 방식을 원하여 초반

에는 간접적으로 참여 동의를 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참여자 A, B, C>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대해 설

명을 하고 모집을 하였지만, <참여자 E, D>의 경우 직원과 연구 내용 및

동의 여부를 논의한 후 연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모집이 이루어졌

다. 최종적으로는 <참여자 A, B, C, D, E>가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하였고

연구 참여자 모집 및 동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참여자 5명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연구에 대한 설명, 비밀보장 및 중도포기 등의 윤리

적 이슈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하였다.



- 44 -

3. 연구참여자의 특성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회복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보장에 위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적 특성과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계기, 현재의

상황, 자료수집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A기관에서 실습생, 직원으로 근무를 하며 대면한

경험이 있어 특별히 라포를 형성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 면접은

참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카페와 기관의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졌다.

1) 사례 1: A씨

사례 1의 A씨는 40대 여성으로 분열형정동장애를 진단받고 A기관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은 약 2년이다.

A씨는 본래 커피를 좋아하기도 했고 A기관에서 커피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관심이 생겨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A씨

는 카페 2호점에서 오전 근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집과 카페의 거리가 왕

복 5시간 거리이고 출근 시간이 10시지만 매일 8시 반에 일찍이 출근을

한다. 그는 장애등급을 받아 외부 프렌차이즈 카페에 취업을 하고자 생각

중이다.

A씨와의 면접은 총 1차례 이루어졌으며, A씨가 근무하는 카페에서의

참여관찰은 총 13회 이루어졌다. A씨는 다른 연구 참여자에 비해 타인과

대화하는 것에 대한 불안도가 다소 높기 때문에 약 30분 면접을 진행했

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길게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기로는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풀어내는 성향을 갖고 있어 A씨의 경우에는 월례

회의록과 참여관찰기록을 분석 자료로 적극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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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2: B씨

사례 2의 B씨는 30대 여성으로 범불안장애를 진단받고 A기관을 이용

하고 있다.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기간은 1년 11개월으로, 훈련참여

전에는 센터생활이 의미가 없게 느껴졌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매니저의 역

할을 하며 카페의 전반적인 업무를 조율하고 센터 생활에서도 나름의 의

미를 찾아가고 있다. 2016년 말경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현재는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을 탐색하는 것이 B씨에게 가장 큰 고민이어서 바

리스타, 일반 사무직, 일본으로의 유학 등을 고민하는 과정에 있다.

B씨와의 면접은 총 2차례 이루어졌고, B씨가 근무하는 카페에서의 참

여관찰은 총 10회 이루어졌다. B씨는 평소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약 1시간 5분가량 면접을

진행했다. 또한 B씨는 기존에 2015년 7월-8월 동안 본 연구의 주제와 유

사한 보고서( ‘바리스타 훈련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사례연구’)를 작

성할 당시 연구 참여자로 함께한 경험이 있어 본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때문에 인터뷰나 참여관찰을 통해서 회복과 관련한 대화를 비교

적 많이 나눌 수 있었다.

3) 사례 3: C씨

사례 3의 C씨는 30대 남성으로 외상후 스트레스를 진단받고 집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2015년부터 A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C씨는 A 기관을

이용하기 전부터 방송매체에서 바리스타가 나올 때면 ‘멋있고, 해보고 싶

다.’는 생각이 들어 A기관에 출근을 시작하자마자 바리스타 훈련에 지원

했다. 훈련 참여기간은 1년 4개월이지만 평소 집에서 가사 일을 전담하고

제과제빵사 자격증도 있는 C씨는 바리스타 업무를 능숙하게 소화내해고

있다. 일을 하면서 힘든 부분도 많지만 바리스타로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

히 일하고 있다. C씨와의 면접은 총 2차례 이루어졌고 C씨가 일하는 카

페에서의 참여관찰은 총 10회 진행됐다. 면접은 사전에 계획한 바와 같이

약 40분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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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4: D씨

사례 4의 D씨는 30대 여성으로 강박장애를 진단받고 약 15년간 A기관

을 이용해왔다. A기관에서 진행하는 커피 관련 프로그램에 오랫동안 참

여하였으나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에는 지원한 적이 없는데, 2016년에 카

페 채용공고를 보고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카페에 지원하여 면접

을 보고 일을 하게 되었다. 참여한 기간은 약 6개월이고 현재는 주문, 음

료 만드는 일을 보조하며 전반적인 카페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 있다. D

씨는 본래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교사가 꿈이지만, 커피를 만드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바리스타를 계속 할 생각도 있다.

D씨와의 면접은 총 2차례 이루어졌고, D씨가 일하는 카페에서의 참여

관찰은 12회 이루어졌다. D씨는 다소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30-40

분의 면접 시간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일대 일로 면접을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농담을 하기도 하는 등 큰 불편함을 보이지 않아

약 45분간 면접을 진행했다.

5) 사례 5: E씨

사례 5의 E씨는 50대 여성으로 분열형정동장애를 진단받고 A기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담당직원의 권유로 면접을 본 후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씨는 일본에서 일을 하거나, 국내에서 악세서

리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며 직업을 유지한 경험이 있고, A기관에서의 바

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기간은 약 3년이다. E씨는 연구참여자 중 가장

참여기간이 오래된 만큼 바리스타 업무에 능숙하고 매니저로서 D씨의 교

육을 담당하고 있다. E씨는 A기관에서 바리스타로서의 활동을 지속할 생

각을 갖고 있다.

E씨와의 면접은 총 2차례 이루어졌고 카페 내에 위치한 세미나실에서

각 50분, 30분 면접을 진행하였다. E씨가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의 참여관

찰은 12회 이루어졌다. E씨는 면접을 위해 마련된 공간 안에서 자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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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를 하는데 방어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대체로는 참여관찰에서 이야기

를 나누며 회복과정을 살필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인터뷰

및 참여관찰에 관한 내용을 아래 <표 5>에 정리하였다.

기존에 라포형성이 잘 되어 있던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의 관계는 당사

자의 회복과정을 면밀히 살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에

대한 엄격성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의 관계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과 Creswell and Miller(2000)의 몇 가지 기준을 살피고

자 한다.

구분
성별/연

령
진단명 참여 기간 면접시간

참여관찰

횟수

사례1(A) 여/ 40대
분열형

정동장애
2년 30분 13회

사례2(B) 여/ 30대 범불안장애 1년 11개월 2시간 10분 10회

사례3(C) 남/ 30대
외상후

스트레스
1년 4개월 1시간 10분 10회

사례4(D) 여/ 30대 강박장애 6개월 1시간 30분 12회

사례5(E) 여/ 50대
분열형

정동장애
3년 1시간 20분 12회

<표 5>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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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쟁점

윤리적 쟁점에서는 본 연구가 당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

나, 발생시킬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고민을 다루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자신이 정신장애인이고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고 있으나, 반면 그렇지 않은 당사자도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 참

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는 실명 대신 알파벳 A, B,

C 등으로 이름을 부여하고, 성별과 나이(연령대), 진단명, 훈련 참여 기간

에 대한 정보만을 연구에 제시했다. 알파벳으로 이름을 부여하더라도 참

여자의 신상이 노출 될 수 있는 서술에 대해서는 <참여자 익명>으로 참

여자의 이름을 대체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 논문을 읽는 독자 이외에 연

구결과가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보장에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자는 2013년부터 당사자와 소통해온 경험이 있으며, A 기관에서

2015년 7월~2015년 8월 경 ‘정신장애인의 바리스타 훈련 참여 경험’에 관

한 소규모 연구를 통해 실습 주제별보고서를 작성한 경험, 2015년 9

월~2015년 12월 경 바리스타 프로그램 봉사활동, 2016년 10월~2016년 11

월 동안 A 사회복귀시설에서 육아대체인력으로 근무 한 이력이 있다. 즉,

연구자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온 바 있기 때문에

참여자의 상황과 어려움이나 윤리적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

었다. 대체로 오랜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고 연구자 또한 연구 참

여자의 의사를 존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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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연구의 엄격성

Creswell and Miller(2000)는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8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찰을 통해 참여자들과의 신뢰를 형성하여 잘못된 정보를 점검한다. 둘

째, 다양한 자료원, 방법, 이론을 활용하여 확실한 증거를 마련한다. 셋째,

동료 검토 등 연구 과정에 대해 외부점검을 받음으로써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반대사례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며 가설을 다듬는

다. 다섯째, 초기에 연구자의 편견이나 가정을 명확히 한다. 여섯째, 연구

결과 및 해석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견해를 요청한다. 일곱째, 풍부하고

상세한 기술을 한다. 여덟째, 외부 감사자들이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검사하고 정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Creswell(2013)은 이러한 여덟 가지

의 전략중 적어도 두 개 이상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연구자는 지

속적인 참여 관찰, 다양한 자료원 및 방법론 활용, 동료검토, 연구 참여자

의 견해요청, 풍부하고 상세한 기술, 연구자의 편견이나 가정을 명확히 하

는 총 여섯 가지 기준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참여와 관찰을 한다. 연구자는 연구 시작 이전부터 대

부분의 연구 참여자들과 소통한 경험이 있으며, A 기관의 카페에서 또한

약 7개월간 실습 및 봉사활동을 통해 바리스타 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

다. 연구 시작 이후에도 연구자는 연구 현장 및 참여경험에 대한 맥락이

해를 위해 약 3개월간 주 1-2회에 걸쳐 약 22회의 참여관찰을 시행했다.

둘째, 자료수집 및 방법의 다원화를 추구한다. 연구자는 면접, 참여관

찰, 훈련기록 활용을 통한 자료 수집을 통해 풍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다양한 자료들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

자 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비밀보장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사례에

대한 물리적, 활동 모습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한 가지 자료원에만 치우

친 해석의 위험을 줄였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 참여자의 경우 인터뷰에

서 서술한 내용과 참여관찰에서 관찰된 내용의 맥락이 다른 경우가 있었

는데, 이 때 한 가지 자료원에만 기반하여 회복과정을 해석하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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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자료의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동료의 검토를 받는다. Fielding(1986)은 연구와 관련된 타당성

높은 자료를 통해 연구자의 자기보고 편견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삼각검증을 염두에 두고 실무자 및 연구자의 검토

를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했다(Maxwell, 2009). 즉,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에게도 연구 내용 및 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을

받았으며, A 기관 훈련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연구 설계 및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구했다.

넷째, 연구 참여자의 견해요청이다. 이를 위해 훈련 참여자 A씨, B씨

에게 연구에 대한 견해를 요청한 바 있으며,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

어서도 지속적인 소통을 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이 끝난 이후 연구 참

여자들에게 연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였다. 피드백 받은 내용에

대해 참여자들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눈 후 상호간에 수용 가능한 피드

백을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다섯째, 풍부하고 상세한 기술을 한다. 연구자는 ‘풍부하고 상세한 기

술’을 위해 자료수집, 결과 서술에 있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

선 자료수집에 있어서는 참여관찰 당시 참여자들의 행동이나 표정, 말투

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회복과정을 기술함에 있어서는

Stake(1992)의 사례분석방법 중 ‘자연주의적 일반화’에 입각하여 참여자들

의 경험을 생생하게 나타내고자 했다.

여섯째, 편견이나 가정을 명확히 한다. 특히 연구자는 이전에 당사자

및 본 연구의 참여자와 소통한 경험이 있고, 바리스타 훈련, 회복 모델에

입각한 실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히 연구자의 경험이나 본

연구에 대한 가정에 대한 기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연구자가 갖고 있는 이러한 경험들이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

한 성찰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연구 시작 전, 연구자가 생각한 기

본적 가정이나 편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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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상 훈련을 받은 회원은 증상을 통제하고 바리스타 훈련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여 회원들은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

를 갖고 있을 것이다.

- 회복에 입각한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경험은 회복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회복 패러다임에 기반한 실천은 전문가 중심의 실천과 비교했을 때 당

사자들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자는 위와 같은 가정과 편견에 염두하고 자료수집 및 자료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며, 이러한 가정이 연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민감하게 반

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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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나타난 회복과정의 결

과를 살핀다. 제 1절에서는 회복과정에 해당하는 범주, 하위범주 및 개념

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자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나 서술이 생생하게 묘

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연구 참여

자의 서술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제 2절 회복과정 논의에서는 제 1

절에서 묘사된 참여자들의 서술 중 바리스타 훈련이라는 환경적 맥락이

가진 차별적 요인, 맥락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1절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회복과정

연구결과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회복과정과 관련하여 13

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고, 하위범주들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5

개의 범주를 이끌어냈다. 이와 같이 도출된 상위범주를 지속적 비교방법

을 활용하여 과정 분석한 결과 ‘고립 속에서 찾은 의미 있는 활동’,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한 한계경험’, ‘적응을 위한 노력’, ‘삶의 변화와 관계 회복’,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음’의 시기로 회복과정이 나타났다.

1. 고립 속에서 찾은 의미 있는 활동

고립에서 의미 있는 활동은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

당사자들이 외부와의 소통을 자타의적으로 단절한 채 살아가는 시기이다.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 참여자들은 병원 외래치료를

받고 사회복귀시설에서의 생활도 열심히 하였지만 삶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증상적인 어려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으며, 자발적으로 사회와의 관

계를 단절한 채 홀로 지내거나 타의적으로 사회로부터 거절당하는 고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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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하였다.

고립을 경험하던 와중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카페’, ‘바리스타’

를 접하게 되었다. ‘카페’라는 장소를 접하니 한번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평소 커피를 좋아하던 참여자는 한번 커피 만드는 것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실천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관 직원의 독려 또한 큰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참여

자들이 경험한 바를 본 연구에서는 ‘희망이 없고 부족했던 삶’, ‘막연하게

바리스타가 되고자하는 마음이 생겨남’의 하위범주로 구성하였고, 이 두

하위범주를 ‘고립 속에서 찾은 의미 있는 활동’으로 범주화하였다.

1) 희망이 없고 부족했던 삶

(1) 나아지는게 없었던 치료와 재활 과정

바리스타로 활동하기 전 참여자들은 병원 외래치료와 사회복귀시설에

서의 재활을 병행하였지만 무언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힘들었

다. 다른 참여자와는 달리, <참여자 C, E>는 병원 외래치료만을 받고 집

에서 생활하는 삶의 패턴을 10년 이상 유지해왔다. <참여자 C>는 유년시

절 경험한 잦은 환경 변화로 사춘기 무렵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고등학교

를 졸업한 무렵에는 우울증을 진단 받은 이후 완치를 위해 치료를 지속해

왔지만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참여자 E> 또한 병원

외래치료를 받으며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나아져야한다

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조증 증상이 일어날 때 그 기분에 안주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홀로 생활을 하는 것보다 병원에서 종교 프

로그램에 참여하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청소를 하며 무언가를 하

고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처음에.. 그때는 000병원에서 가서 의사 선생님이랑 진단하고 치

료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때 음.. 일을 그때 별로 나아진게 없었

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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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병원에 들어가서 있으면 막 생기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딱 붙어가지고 박수치고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냥 거기서 활발하게 노래도 부르고 노래도 잘나오고 청소 같은

거 시키지도 않은거 막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나. 병원에 입원.

어떤 때는 그리울 때가 있고. 정신적으로 뜬다? 그래서 마음이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떠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었어요. (참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 B>는 병원외래치료와 센터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병행하였는

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약간 정신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었

을 뿐이지 그 이상으로 자신의 인생에 희망을 줄 수는 없었다”고 했다.

<참여자 B>가 원했던 것은 취업을 통해 자립을 하는 것이었지만 센터에

출근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회복에 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센터에서 대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건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물론 저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제가 원하

는 것은 안 해주면서 그런 좀 답답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00선생님도 제가 센터를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좀 안 좋게 말했

었어요. 여기 지금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그러

냐 하고 ...(중략)... 조금 희망이 없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여기를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취업도 안 되고. 인생도 너무 이제 센터

에 나오는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취업과 직장인데 내

회복에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았어요.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바리스타로 활동하기 이전에 참여자들이 겪었던 “나아지는 게 없었던”

경험들은, 정신의학적 접근과 정신사회재활 접근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완치’를 목표로 하는 정신의학적 접근

의 틀 속에서 <참여자 C>와 <참여자 E>가 나아질 수 없다는 실패의 경

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정신사회재활 접근을 통해

당사자의 삶이 중심이 되는 회복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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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B>가 프로그램 중심의 재활접근 속에서 한계를 느낀 경험 또한

예상가능한 일이다.

(2) 때때로 증상이 생기면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게 했음

고립된 생활 속에서 때때로 증상이 일어날 때면, 참여자들은 ‘증상이

있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꼈다. <참여자 E, D>의

경우 특히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참여자 E>는 과거를 회상하며

기분 장애로 인해 ‘극과 극을 달리는 자신의 감정 변화 양상’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했다. 기분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면 너무 말이 많아져서

괴롭고, 한결같은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없었다.

제가 극과 극을 달려요. 어떤 때는 너무 띨띨하고 말도 없고, 어

떤 때는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진~짜 너무 괴로워요. 그런게.. 이제

한~결 같이 사람이 꾸준하게 고마움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참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 D>는 강박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행동들을 많

이 하였다. 집밖을 나설 때면 문 열고 닫기를 6-7번씩 반복해야 외출을

할 수 있고, 센터에 출근을 하는 길에도 몇 번씩 뒤돌아보기를 반복해야

만 걸어 갈 수 있었다. 반복적인 강박 행동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수밖

에 없었다.

제가 속도가 조금 느려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병에 걸

리기 전에도 빠르지는 않았는데요. 병에 걸리기 전에도 약간 느리기

는 했어요. 근데 네..병에 걸리고 나서 지나면서 행동이 더 느려진

것이 있어요. (참여자 D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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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으로 동반되는 직접적인 증상 뿐만 아니라 증상에 따라 생긴 2차

적 증상3)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 A, B>가 이에 해

당했는데, <참여자 A>는 질환이 만성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음성증상4)과,

음성증상 발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과호흡증상(2차적 증상)을 동

시에 겪고 있었다. 그가 겪고 있는 음성증상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대

인관계능력에 저하되는 것인데, 대인관계능력의 저하로 사람을 만나는 것

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그에 따라 과호흡증후군이 생기게 되었다. 비슷

한 맥락에서 <참여자 B> 또한 범불안장애로 인해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호흡곤란이 오거나 토할 것 같은 공황 장애 증상이 동반되었다. 그는 불

안장애를 장기간 겪게 되면 “공황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느낌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A씨: 선생님 그런데요. 예전에 제가 과호흡 증후군이 있었어요.

연구자: 네? 아 과호흡 증후군이 있었어요?

A씨: 네. 과호흡 증후군 때문에 힘들었어요.

연구자: 죄송한데, 제가 과호흡 증후군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요.

어떤 어려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A씨: 어.. 막 숨이 가쁘고 손발이 저려요.

연구자: 그랬군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과호흡 증후군

이 생긴 건가요?

A씨: 처음 보는 사람이 많아서.

(참여자 A 인터뷰 내용 중)

공포가 점점 더 심해지는거에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가지고요.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너무 심하면. 그리고 막 토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조금 그런게 공황이

공황장애가 왔었어요. 예전에요. 제가 한번 책에서 읽어봤던 것 같

3) 본 연구에서 말하는 ‘2차적 증상’이란 정신 질환이 만성화됨에 따라 동반되는 부차적인
증상들이다. 예를 들어 분열형정동장애에 따른 환청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두렵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는 과정에서 과호흡 증후군이 생기게 될 때, 과호흡증후군을 2차적
증상이라 이른다.

4) 음성증상(negative symptoms)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꼭 있어야 하는 특성들이 부족해
지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 둔화, 의욕 결여, 언어의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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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데. 불안장애를 장기간 앓는 분들 같은 경우, 공황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했거든요. 느낌이 저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어

요.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한편, 참여자들에게 생기는 증상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했다. 범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참여자 B>는 ‘가족이 불치병에

걸려 세상을 떠날까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가족에게 각종 검사를 강요하

였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암으로 돌아가신 이후, 비슷한 시기에 가족들

이 소화가 안된다거나 어디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 “혹시 췌장암 아니

야?”라는 생각이 들고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루 종일 가

족들에게 이야기 했다.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알지만 “남은 가

족들도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면 어쩌나”하는 불안감에 행동을 멈출 수

없었다. <참여자 E> 또한 마찬가지로 잦은 감정 변화로 인해 함께 살고

있는 동생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기분이 왔다갔다(증상)” 할 때 동

생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고, 증상이 조금 잦아든 뒤에는 항상 모든

것이 내 탓이라 후회하였다.

심각하게 발병한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불안할 때는 있

어요. 매년마다. 아버지가.. 3분기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7월 달에

돌아가셔서. 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하기 전까지만 해도 심했어요.

그 트라우마가. 외상 후 스트레스 그 트라우마 때문에 7월 달만 되

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거에요. ...(중략)... 불안증이. 발단은 아빠

병 때문에. 이 생각이 드는거에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안

돌아가신다는 보장이 어딨어. 지금이 3분기잖아. 아빠도 이 시기 때

소화가 안 되고 그랬으니까. 엄마가 이 시기 때 소화가 안된다고 하

면 갑자기 민감해져요 제가 막 ...(중략)... 너무 좀 극단에요. ‘혹시

췌장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지식을 아는 것은 좋은데 그 아

는 것이 너무 극단으로 빠지는거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언니도 스트

레스를 받는거에요. 그 시기에 속이 안 좋잖아요? 그럼 저는 언니한

테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보라고’ 떼를 쓰는거에요. 저는

아빠처럼 되는 것을 원치를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엄마하고 언니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거에요. ‘좀 그만 하라고 좀, 우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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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면 우리가 알아서 갈 텐데’ 나는 그 불안을 멈추지를 못하는거에

요.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 E: 너무 동생하고 사이가 정말 안 좋았어요. 이제는 좋

죠.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좋아졌죠. ...(중략).. 정말 안 좋았어요. 다

제 탓이죠. 제 탓이에요. 제가 참았어야하는 일들인데. 기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참기만하고 뿜어내지는 못해서....(참여관찰 내용

중)

대체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당사자들은 증상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

는 경우가 많다(이규명, 2010). 예를 들어 <참여자 B>와 같이 불안 증상

이 발현되면 불안을 느끼는 특정 상황, 오로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행

동’에만 몰두하여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며 심리사회적으로 위축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사회심리적인 위축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 즉 자신감 저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자신감 없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바리스타로 활동하기 전에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

었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당시 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

감이 없고 “달라질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컸다. <참여자

B>는 현재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의 “매니저급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고, <참여자 C> 또한 “왠지 안 될 것 같은

생각만 앞서서 자신이 달라질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참

여자 D>는 늘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참여자 E>는

어떤 일이든, 단순한 일에도 도전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아, 왜 난 저

것도 못하지? 못하지 왜?”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졌다고 한다.

조금..자신감은 그전에는 없었어요...예전에는 조금 희망이 없었고

예전에는 매니저급 일을 못할거라 생각했는데..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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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왠지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음..일을 하기 전에는 음..지금도 그런 생각은 조금 있는데요. 자

신이 좀 없고 자신감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D 인터뷰 내용 중)

길가에 종이 줍는 사람을 보아도 ‘아 왜 난 저것도 못하지? 못하

지 왜 왜??’ 하하(웃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듯이 무엇이

든지. (참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분열형 정동장애를 겪고 있는 <참여자 E>의 경우 시기에 따라 조증의

증상이 발현될 때에는 자신감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

로 정신과적 질환을 오랫동안 겪은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 자신감 없음은 당사자

들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

(4) 관계의 어려움과 불안함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 당사자들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데 큰 불안을 갖고 있어, 타인과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형

식상의 관계만 유지해 왔다. <참여자 C>는 전자의 경우에 해당했는데,

내성적인 성향과 대인기피증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말을 시킬 까봐 항상

불안한 상태로 피해 다니고 혼자지내는 등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를 자타

의적으로 차단한 채 생활하였다. 증상으로 인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지니, 자신만의 세상에서 홀로 지내는 길을 택한 것이다. <참여자

E>는 정신과 질환을 겪기 이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하게 일을 했

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외부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정신과적 증상이 오

랫동안 진행되고 만성화 되는 경우, 증상에 따라 그 원인은 다르지만 홀

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참여자 E>가 사회적 관계

망을 자발적으로 차단한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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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게 고등학교 졸업을..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밖에를 안 나

왔었거든요. 거의 혼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 만나는게

조금 싫고 그래서 대인기피증이나 뭐 우울증 뭐 그리고 환경이 계

속 바뀌면은 소심해지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렸을 때 초

등학교 때 이사를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 한 네 번 정도인가 했는

데. 원래 성격은 이러지 않았는데.... 이사를 어렸을 때 많이 하고 환

경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소심해지고 말도 잘 안하게 되고 뭐라고

해야 하지. 대인기피증인가 그런게 조금 있었죠...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E씨는 일본 음식, 일본 차 등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의 서술에 따르면 발병 이전에는 일본과 한국을 몇 개월 단위로

오가며 지내는 때가 많았다. “어떤 이유로 일본과 한국을 오가신 거

에요?”라고 물어보자, E씨는 “그냥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왔다갔다

했어요. 예전일이죠..”라고 대답하였다. (참여관찰 내용 중)

딱 끝나면 집에 와가지고 혼자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런 습관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나를 차갑게 보고 그랬어

요. (참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형식상의 관계를 유지했던 참여자들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참여자 A>는 센터에 규칙적으로 출근하며 사회생활을 유지했지

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어 명목상의 관계만을

유지했다. 말을 걸면 대답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소통하지 않는 것이 <참

여자 A>의 관계 맺기 방식이었다. <참여자 B>는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자 중 유일하게 가장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자 시도하였던

당사자이다. 그는 자립을 위해 여러 차례 구인구직활동을 하였고 성공적

으로 취업을 한 때도 있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취업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업무를 익히는 속도가 남들보다 2-3배 느리기

때문에 복잡한 일을 할 수 없었고 실무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어려웠

다. 몇 차례 취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

려워 하루 만에 일을 그만두는 때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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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P선생님이 직업재활 팀장님이잖아요. 예전에 수신호

에 있었는데. 손으로 갖다가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주차시켜주고 하

는 그런 것을 저는 못하니까 하루 만에 관둬서 되게 혼났었거든요.

그 뒤로 선생님한테 확실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제 주치의가 말

씀을 드렸어요. 저는 복잡한 것을 못한다. 정말 단순한 것 밖에 단

순한 것만. 계속 단순한 것만 이야기 했더니. 선생님이 너무 지겨우

신가 봐요. 세상에 그렇게 단순 반복적인일이 어딨냐고. 근데 저는

그 일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도 계속 저는 주지를 시켰어요. 선생

님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것만 해야 한다고 다른 걸 할 수가 없

다.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들이 관계에 어려움과 불안함을 느낀 이유는 다양했다. 일차적

으로는 정신과적 증상이 그 이유가 되었고, 정신과적 증상이 일어나지 않

더라도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홀로 지내는 삶을 지속한

것이 대인관계에 더 큰 어려움을 자아냈다.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 하는데

있어 주변의 이해나 지지의 부족이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지역사회에서의 고립은 회복의 첫 과정으로써 대체로 이 시기에 있어

서는 당사자의 내적 과정에 초점을 두어 ‘질환, 치료에 대한 고통’이 다뤄

졌다(Deegan, 1998; Young and Ensing, 1999; Noiseux and Richard,

2007). 하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증상에 대한 고통에 더불어 외적

으로 겪었던 관계의 경험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당사자들의

주된 회복 방법과도 관련이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바리스타 훈

련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타의적으로 정신과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없고 관

계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속하였다. 실제 Torrey

외(2005)는 당사자들의 의지에 관계없이 병원에 강제 입원되거나 주거시

설에서 생활을 하는 것은 회복의 가능성을 더디게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며 ‘관계

의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비록 초반에는 부정적인 경험이 되었을지라

도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주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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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막연하게 바리스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남

(1) 카페, 바리스타에 대한 끌림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카페, 바리스타’일에 대한 끌림을 느꼈

다. 이유는 다양했지만, 바리스타로 훈련을 받고자 지원을 하게 된 기저에

는 공통적으로 ‘자립의 통한 회복’의 욕구가 있었다. <참여자 E, C>는 카

페에 왔을 당시 일에 대한 끌림을 강하게 느꼈다. <참여자 E>는 “혹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표현했는데, “카페의 무엇이 혹하는 마음을 들게 만들

었나요?”라고 물어보았지만 그 이유로 명확히 알 수는 없고 “이 공간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하였다. <참여자 C>는 이전부터 바

리스타를 보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센터에 처음 왔을 당시 당사자

들이 일할 수 있는 카페가 있는 것을 보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

리스타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처음 왔을 때) 아 여기서 내가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배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월은 자꾸 바뀌잖아요. 세월은 자꾸

바뀌면서 변하는데 좋게 변하잖아요. 물론 선연의 말씀도 참 좋고

배울 만 한게 너무 많아요. 돈을 떠나서 때로는 얼마 안 되는 돈도

되고 때로는 많은 돈도 받아보기도 했지만은 돈에 관계없이 참 좋

았어요 ...(중략)... 나도 모르게 혹하는 마음에 너무 좋은거에요. 집

에서 멀어도. 그래서 결정했어요. (참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음..저기 2년 전엔가 티비보다가 티비에서 그 어떤 사람이 커피

만들고 라떼 아트 같은거 있잖아요. 그거 티비 방송 보면서..되게

‘멋있고 예쁘다고. 배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센터 와서

카페가 있는걸 보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 B, D>는 센터 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바리스타 활동을 접

하게 되었다. <참여자 B> 본래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을 하고자 하는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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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강해 지원고용의 일환으로 3-4군데에 단기적으로 취업을 해보았던

경험이 있다.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아르바이트는 ****라는 호두가게에서

호두 포장을 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호두가게에 있던 커피 머신으로 커피

를 만들어 보았고 그 이후에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참여자 B>는 적극적으로 직업재활 담당 직원에게 바리스타에 대한 관

심을 이야기하였다. <참여자 D>는 센터에서 커피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

하며 자연스럽게 바리스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커

피를 좋아하는 기호도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되

었다고 서술하였다. <참여자 A> 또한 <참여자 D>와 같은 이유에서 바

리스타에 대한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P선생님이 여기에 공익요원중에 O요원이 있는데, 예전에

그 요원 분 어머님이 ****라는 카페를 하시거든요. 주로 원래 커피

가 아니고 호두고요. 호두를 내면서 부차적으로 커피를 내는 것을

하는 곳인데. 저한테 그 아르바이트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포장 작업이 일단 계속 하는게 아니라 잠깐만 하는거다.

단기로. 그런데 거기에 바리스타 기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기계가

있다는 것에 관심을 조금 갖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제가 바리스타에 조금 관심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두었더니...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커피를 좀 좋아하고요. 커피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제 작년엔가

여기서 한 5개월인가 했었어요. 훈련을요 ...(중략)... 프로그램 때문

에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커피를 원래 좋아하기도 해요. (참여자

D 인터뷰 내용 중)

연구자: 어떠한 계기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 활동

을..?

A씨: 네. 커피 만들기를 좋아해서 시작한거에요.

연구자: 커피는 언제 처음 만들어 보셨어요?

A씨: 바리스타 활동할 때요. 프로그램 할 때요.

(참여자 A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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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 대부분

이 바리스타 활동에 끌림을 느끼게 된 이유를 살필 때에는 ‘자립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열악한 국내 직업재활 상황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정신장애인이 직업재활을 할 수 있

는 곳은 청소, 세차, 캐셔 등의 단순노무직, 그리고 비장애인들이 꺼려하

는 3D업종인 경우가 많다(보건복지부, 2010). <참여자 B>가 경험 하였듯

이 증상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고강도 저보수의 일을 유지하는 것은 당

사자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참여자들이 접했던 카페라는

공간, 정신장애인의 바리스타 활동은 직업재활을 택하는데 있어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왔다.

또한 이렇게 당사자들이 ‘직업재활’을 접하게 되는 경험은 회복과 긴밀

한 연관을 갖고 있다. 회복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 되는

것 중 하나는 변화를 위한 자원의 획득, ‘의미 있는 삶의 활동(meaningful

life activity)’이다(Young and Ensing, 1999; Carpenter, 2002). 많은 중증

정신장애인들은 질환에 의해 통제당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때로

자살시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Torrey and Wyzik, 2000; Torrey et

al., 2005). 특히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며 ‘일’을 하지 않는 당사자는 사회적

접촉의 결여와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 수행의 부재로 인해 불안과 낙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Marrone and Golowka, 1999; Krupa, 2004). 하지만

반대로 의미 있는 활동을 찾고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면, 당사자들

의 삶은 증상에 통제 받지 않는 희망적인 삶이 될 수 있다. 즉, 참여자들

에게 ‘치료’, ‘재발의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대신하여, ‘바리스타’라

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나가는 경험은 참여자들의

회복과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Sullivan, 1994; Carpenter,

2002).

(2) 선생님이 권유함

일부 참여자는 기관 직원의 권유가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고 했다. <참여자 E>는 기존에 이용하던 바우처 서비스 담당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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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유가 큰 몫을 하였다. 약 15년 전에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아르바이

트를 했던 경험, 집에서 악세서리를 만들며 부업을 하는 경험 외에는 경

력이 없지만, 바우처 선생님은 <참여자 E>가 카페라는 공간을 볼 수 있

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카페에 “면접을 보게” 지원했다.

그래서 바리스타 아니 바우처 선생님께서 여기(카페) 근무하셨어

요. 그래서 저를 여기다가 면접 보게 하셔서 면접보고.. (참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 B>는 바리스타 훈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시점에 직업

재활훈련 담당 직원이 센터 내에 카페를 만들고 지원을 하게 되었다. <참

여자 B>가 바리스타 훈련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자 직업재활 담당 직원이

었던 P직원은 기관의 1층에 카페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참여자 B>가 바리스타 훈련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참여자

D>는 본래 커피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지원한 것은 맞지만 기관의 담당

직원이 바리스타 훈련생 구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 D>에게

권유했던 것이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선생님이 저한테 2014년도 3월에 사람을 뽑을거라고. 그러니까

지원을 한 번 해보라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해에 지원을 해

서 된게 바리스타인데...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어..선생님이 권유한 것도 있고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바리스타

에 관심이 있어서요. 여기서는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1호점에

바리스타로 지원했어요. (참여자 D 인터뷰 내용 중)

직업활동이 전무하던, 혹은 단순노무직에 종사 하던 참여자들에게 기

관 직원이 바리스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은 위축된 당사자들이

바리스타 활동에 도전하게 되는 지지적 환경을 조성해주었다(Farkas et

al., 2005). 이러한 지지적 환경 속에서 당사자들은 ‘서비스의 수혜자’라는

역할에서 나아가 직업활동을 하는 ‘노동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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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nter(2002)는 ‘환경 속의 인간(person in environment)’의 관점에

서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환경을 연계하고 그들이 환경 안에서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회복을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또한

<참여자 E>의 사례에서와 같이,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가 직

접적으로 사회기술훈련을 제공하거나 경제적인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스타 훈련’이라는 자원을 제공하는 과정을 살필 수 있었다.

즉, 전문가가 직접 당사자의 회복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환경을 제공할 때에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회복과정이 시작

될 수 있었다(Carpent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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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한 한계경험

참여자들은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직

면하게 된다. ‘정신장애인’으로 살아가던 참여자들에게 ‘바리스타’로 출근

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때때로 바리스타 업

무를 수행하는 것도 벅찬 상황에서 증상이 일어나면 일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특히 바리스타 활동을 하다보면 하루에 많은 손님들, 즉 낯선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참여자들은 손님을 만날 때마다 긴장과 불

안에 시달렸다. 어느 순간부터 비장애인(손님, 직원)과 장애를 가진 자신

의 삶을 비교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이 더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협업의 경험의 전무한 참여자들은 동료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

다. 기본적으로 대화하고 조율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였지만, 증상이 심한

참여자의 경우 함께 근무하는 참여자들이 대하는 것을 힘들어하였다. 동

료의 증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 고의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동료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바

리스타 업무의 복잡함과 스트레스’, ‘손님을 만나면 밀려오는 불안감’, ‘비

장애인의 삶과 비교하게 됨’으로 하위범주화하였고, 이를 ‘의미 있는 활동

을 통한 한계경험’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1) 바리스타 업무의 복잡함과 스트레스

(1) 바리스타 일 자체가 힘이 듦

‘환자’, ‘회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참여자들에게 ‘바리스타’로서 고

유 업무가 할당되고,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는 생활은 낯선 경험이었다. 특

히 <참여자 B>의 경우 바리스타 업무에 대한 고충을 가장 많이 호소하

였다. 초반에는 <참여자 A>와의 ‘커피 추출 실력 비교’로 크게 열등감을

느꼈고, 최근에는 매니저급의 업무를 소화해야하는 일이 <참여자 B>를

지치게 만들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식사 시간과 수면시간이 불규칙

해지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체력적인 것”, “몸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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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A씨와 C씨는 한마디로 나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요. 저는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저는 매니저급의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의 성격도 알아야하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성향도 알아

야 하는 거잖아요. 다 알아야 되니까 아주 꼼꼼한 것을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인 것을 봐야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달까...

저는 능력이 이만큼 밖에 안되는데 나한테 원하는 게 너무 많으니

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치거든요.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해보면 해볼수록 나쁜 것은 아닌데. 걱정 되는게 이걸 하다 보면

서 자꾸 예전부터 허리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소화가 잘

안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식사 시간이 조금 불규칙해요. 밤에도 밥

을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파요. 계속 배가고픈 것은 문제가 있는거죠.

사실 지금 이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조금 스트레스도 있고.

체력이 조금 체력하고 지금 제일 힘든게 체력하고요. 몸 건강상태

...(중략)... 내가 감당할 자신도 없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피로해

서. 피곤하고 나이도 이제 39인데 내년이면 40이거든요. 나이 들면

이게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이와 유사하게 <참여자 A, C> 또한 업무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였다.

센터 내에 위치해 있는 카페의 특성 상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카페를

휴식 공간처럼 활용하는 때가 많은데, <참여자 A>는 카페에서 휴식을 취

하는 회원들이 얼음이나 물 컵을 빌려달라고 할 때 일일이 응대하는 것이

힘들었다. <참여자 C>는 청소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수시로 닦고 청소를

해도 지저분할 때가 있고 맡은 업무를 매일 빠짐없이 해야 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참여자 B>가 느꼈던바와 같이 체력 소모에 따른 고충

도 크게 느꼈다.

회원들이 얼음을 달라하고 물컵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힘들 때가

있어요(참여자 A 월례회의록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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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중간 중간에 청소를 좀 하거든요. 청소하다 보면은 되게 지

저분한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시로 닦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소모가 되

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서서하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스트레스...

청소가 제대로 안될 때, 지저분할 때 좀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하거든요. 그때 조금 스트레스... (참여

자 C 인터뷰 내용 중)

바리스타 일에 대한 어려움은 참여 기간에 따라 정도, 유형이 달라졌

는데, 가장 오래 참여한 <참여자 E>의 경우 “손님이 많아졌을 때 가끔

실수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고, <참여자 E> 보다는 기간이

짧은 <참여자 A, B, C>는 일에 따른 체력 소모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인한

고충이 많은 편이었다. <참여자 B>가 훈련 초반에 ‘커피 실력 향상’의 고

충을 호소했던 바와 같이 참여 초반에 있는 <참여자 D>는 대체로 음료

제조법을 익히고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바리스타 훈련 초기에 호소하였던 ‘바리스타 업무에 대한 어려움’은 기

존에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핀 채

여진(2014)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지적 장애의 경우에 지적 혹은 인지적 능력에 뚜렷한 제

한이 있기 때문에 음료 제조 순서를 외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비교

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정신 장애의 경우에는 지

능적인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고충은 적응기간

초반에 일시적으로 겪었고 훈련 참여 기간이 1년 이상 된 참여자들의 경

우에는 바리스타 자격시험에도 한 번에 합격 할 수 있었다.

(2) 증상으로 일에 집중하지 못함

때때로 바리스타 일을 하다가 증상이 생기면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

다. <참여자 D, B, C>의 경우가 그러했는데 특히 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참여자 D>의 경우 증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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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D>는 강박 장애로 인해 설거지를 하면 한 개의 컵을 수십 번

닦아야했다. 업무는 정해져 있는데 반복적인 행동으로 일의 진행이 더뎌

지다 보니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아 일을 하다가 그런건 아니고요. 제가 아무래도 약간 본래 그전

에도 약간 느렸는데요. 음..그러니까 병이 조금 심해지면서 행동도

느려지는게 있어요. 증상에 그런 현상이 있대요 ...(중략)... 음...속도

가 느려서 원래 6시 30분에 끝나는 건데요. 바빠서 그럴 때도 가끔

있지만은 맞추는게 시간을 맞추는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중

략)... 제가 조금 오래 걸려요 설거지하고 하는데. (참여자 D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 B>는 범불안장애로 인해 “우리 엄마가 당장 암에 걸리면 어

떡하지?”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다. 카페

내에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던 때에는 “암”이라는 단어에 한번 불안을

느끼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컴퓨터로 “암”에 대한 증상, 예후, 치료 방법

등을 찾아보았다. <참여자 C>는 과거에 있었던 국가 재난 예를 들어, 삼

풍백화점 붕괴사건, 세월호 사건 등이 문득 떠오르면 왠지 모르게 죄책감

이 들고 계속 생각이 났다. 그는 증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주로 속으로 삭

히는 편이었는데, 참여관찰을 하면서도 피곤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골

똘히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종종 관찰할 수 있었다.

(일할 때 불안이) 잠깐은 없어지는데요. 엄마가 만약에 증상이

심각해지거나 그러면 일을 못하죠. 일에 집중을 못해요.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예전에 1995년도 인가 1996년도 인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있었

고, 성수대교 무너진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다 알지만 세월호 사건

그걸로 인해서 충격받아서. 괜히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건 아닌

가.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중략)...일은 계속하는데 생각은 나

는거. 가끔씩.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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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때문에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지만 참여자들은 증상 때문에

일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정해진 시간동안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스타로서 일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

을 했다. 과거 고립되어 지내던 시절에 일어나는 ‘증상’은 ‘나’와 ‘가족’에

대한 ‘고통’이라는 부정적 경험으로 생각되었지만, ‘바리스타’라는 의미 있

는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증상’은 이제 단순히 ‘나와 가족에게 오는 고통’

이 아닌 ‘통제해야할 것’이 되었다. Krupa(2004)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에

게 ‘일’이라는 것이 ‘질환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또한 당사자들이 더 이상 정신

과적인 어려움에 압도되거나 회피하지 않고 ‘증상’을 ‘극복해야할 대상’으

로 직면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극복을 위해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적응을 위한 노력’의 범주에서 더 자세히 살피겠다.

(3) 손님을 만나면 밀려오는 불안감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장소인 카페에는 점심시간, 단체 예약 시에

손님이 밀집되는 경우가 많다. 낯선 다수의 사람을 만나 주문을 받고 이

야기를 나누는 동시에 커피를 만들어야 하는 일까지 해야 하니, 손님이

많아지면 참여자들의 불안은 가중되기 십상이었다. 이러한 불안감은 참여

자 전원이 느끼고 있었는데, 과호흡 증후군을 겪고 있는 <참여자 A>는

“모르는 사람을 보면 불안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며 한두 명의 손님이

왔을 때도 불안했던 감정을 토로했다. 그는 손님 중 특히 ‘남성 손님’이

방문할 시에 대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는데, 정신질환으로 인해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참여자 A>를 돌보며 상당히 밀착된 관계를 유지해왔고 가정

내에서 ‘남성’인 아버지, 오빠와 의사소통을 거의 하지 않아 왔던 성장배

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연구자: 제가 느꼈을 때 평소에 센터에 여성 회원과는 이야기를 조

금 하는데, 남성 회원과는 대화를 많이 안하는 것 같아요.

훈련생(C씨)과도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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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네.

연구자: 어떤 이유에서 인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A씨: 불편해서요.

연구자: 아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불편한가요?

A씨: 네.

연구자: 그럼 여성과는 어떤가요?

A씨: 편해요. (참여자 A 참여관찰 내용 중)

<참여자 E, C, B>는 평소에는 괜찮지만 여러 명의 손님이 왔을 때

불안감이 커졌다. <참여자 E>는 처음 바리스타 훈련에 참여할 때에는 손

님을 대하면 식은땀이 나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있고,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다. 요즘은 손님 대하는 것이 조금 편해지

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다수의 손님을 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참여자 C>와 <참여자 B> 또한 많은 손님이 오면 빨리 일을 해야 한다

는 부담감에 긴장이 되어 식은땀이 나고,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했

다. <참여자 C>는 “만약에 손님이 한 두명이 올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

데, 만약에 여러 명이 오면은 되게 당황스럽죠.”라며 부담감을 표현했다.

<참여자 B> 또한 현재의 손님도 감당하기 힘든데 점점 손님이 많아지는

추세라 월급이 오른다고 해도 이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고 털어

놓았다.

아 처음에는 그러면서 손님들이 많아지고 그랬을 때 완전히 넋

나간사람처럼. 남이 볼 때는 너~~무 보기 싫은 모습으로 일을 했었

어요. 그래도 나는 여기서 뭔가를 이룰 때까지는 안 나가지 않고 결

근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1년을 버티고, 줄기차게 나왔어요. (중략)

글쎄 처음에는 바리스타의 커피 내리는 것 자체도 서투르고 하는

것도 이게 해놓고 헷갈리고, 정신없어요. 단체로 그렇게 오면은.. 그

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쉬어가면서 천천히 하고

떨릴 때도 있어요. 편안한 사람도 있고. (참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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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손님이 한 두명 올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여

러 명이 오면은 되게 당황스럽죠. 일을 빨리 해야 하고 손님이 많이

오면 빨리빨리 해줘야하고 그런 식은땀 나고 긴장되고 그러죠...(중

략)...표정관리가 손님 볼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어려웠어요.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지금 외부 손님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는 파리만 날

렸어요. 진짜. 근데 외부 손님이 많이 오셔서 저희 처우 개선한다고

월급이 조금 오른대요. 그런데 문제는 전 지금 이 상황도 감당하기

힘든데....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 B>는 이러한 불안감과 긴장감이 느껴질 때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고 주변 사람에게 짜증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할 때도 일이 가중되면 갑작스럽게 짜증을 내는 일이 발생했

는데, <참여자 B>는 감정조절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주변사람들에게 사과를 하였다.

연구자는 카페에 도착하여 평소와 같이 “뭐 제가 할 일이 없을

까요?”라고 B씨에게 물었다. B씨는 짜증스러운 말투로 “아니 이건

제가 할 일이지 왜 제가 선생님한테 이걸 시켜야 해요?”라고 반문

하였다. 그리고 2-3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B씨는 “아까는 정말 죄

송했어요..제가 일이 바쁘면 자꾸 짜증을 내서요.”라고 사과하였다.

(참여관찰 내용 중)

이런 날이면 항상 긴장을 해야 하는데...나만 긴장을 하는게 조금

짜증이 나는데...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 다

음날 선생님한테 제가 사과하러간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짜증도

나고 힘들고 조금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은 방법은 없고. (참

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손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불안감은 참여자 전원이 바리스타 훈련프로

그램에 참여하며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었다. 참여자마다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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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있지만 훈련 참여기간이 3년 이상 되었다 할지라도 “많은 손님을

대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손님을 만나면 밀려오는 불안감’ 또

한 채여진(2014)의 연구와 일부 일치하였다. 채여진(2014) 연구의 참여자

중 일부 또한 손님 응대 시 일어나는 긴장감에 대해 서술한바 있다. 하지

만 긴장감의 원인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채여진(2014) 연구의 참여자였던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음료의 맛’에 대한 불안감이 컸지만 본 연구 참여자

들의 경우에는 참여자 전원이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

였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증상으로 인해 자타의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4) 비장애인의 삶과 비교하게 됨

바쁘게 일을 하다가 주변을 돌아볼 때면 기관의 직원과 자신을 비교

하게 되고 손님을 보며 정상인과의 벽이 느껴지기도 했다. 오랜 기간 동

안 바리스타로 활동한 <참여자 B, E>의 경우에 비장애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게 되는 일이 잦았다. <참여자 B>의 경우 비장애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때가 많았는데, 처음 손님들이

자신을 ‘정신장애인’이 아닌 ‘바리스타’로서 대할 때는 비교가 되지 않았지

만 단골손님들이 자신이 ‘정신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위축

되고 손님들에게 벽이 느껴졌다. “내가 비장애인이었다면 유학도 가고, 결

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었을 텐데..”하는 생각들이 자리 잡아 고통

스러운 때가 생겼다. <참여자 E> 또한 직원들과 손님을 보며 자신이 살

아왔던 삶을 비교하게 되었지만, <참여자 B>와는 약간 다르게 비교를 반

성의 계기로 삼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었다. 항상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홀로 살아왔는데, 직원이나 손님들의 행동을 살피면

서 “아 내가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구나..”라는 점을 깨닫고 자신의

“허물이나 단점”을 살펴보며 반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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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장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정상인하고 장애인하고 그런

벽이라고 그럴까...있는 것 같아서. 단골손님인 000도 처음에는 내가

장애인인줄 모르니까 그냥 바리스타로서 대했는데. 그때는 조금 이

상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장애인인걸 아니까 그냥 벽이 느껴지

고... 언니한테 ‘언니 나는 교회에 오면 되게 불편하고 이질감을 느

끼거든. 조금 너무 위축감도 많이 느낀다고. 그 사람도 나보다도 잘

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잘살고 있잖아. 나보다도. 근데 나는 뭐냐고

이게 지금 장애 때문에..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고...내 진로도 내

미래도..내 결혼도..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느낌? 조금 저희 센

터에 있는 오빠들도 저보고 바리스타를 하면서 결혼을 하라고 하시

는데..내년이면 나이가 40인데..아이도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고. 많

이 힘든 부분?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여기서 일하면서 선생님들 보고하니까 단점들이 너무 많이 보이

고..나는 저의 허물이나 단점을 다 들여다보고 다 살펴보면은.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그러한 깨달음에 의한. 그러한 절실한 뉘우침과

진심으로는 뭐라 그럴까 반성? 아직은 반성될게 많으리라 생각돼요.

매일매일 반성하고, 매일매일 해요. (참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바리스타로서 활동하며 비장애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위축되는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야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Ahern과 Fisher(2001)는 당

사자가 ‘비장애인이 주류인 사회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과 비장애인을 비교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 또한 새

로운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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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의 어려움

(1) 동료와 소통하는 것이 어려움

바리스타 활동에는 주문, 에스프레소 추출, 음료를 제조, 서빙, 청소 등

해야 할 많은 업무들이 있고, 참여자들은 이러한 업무들을 알맞게 배분하

여 협업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손님이 왔을 때 <참여자 B>가 주문을

받으면, <참여자 C>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주문을 받은 <참여자 B>

가 음료 컵에 부차적인 재료들을 넣어 에스프레소를 넣을 준비를 한다.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기존에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았던 참여자들은

소통하고 협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참여자 C>의 경우 연구 참

여기간 내내 바리스타 활동을 하는데 있어 “동료와의 소통”이 가장 큰 어

려움이 된다고 하였다. <참여자 C>가 느꼈을 때, 어떤 동료는 음성 증상

으로 인하여 말이 너무 짧았고, 또 다른 동료는 말이 너무 길었다. 반면

<참여자 C> 자신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속으로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서로 간에 대화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라고

서술했다.

다른 건 없고.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대화, 소통하는게

그게 좀 어려웠어요. 다른 건 없어요 ...(중략)... 저는 그냥. 저분은

말을 잘하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속으로

만 그냥 하고 그렇게 해야죠. ...(중략)... 스트레스를 좀 자주 받는

편인데. 음...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냐면은 방금 나간 그분하고 이

야기하면은 말이 짧아요. 그리고 저분은 말이 길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가끔 일 하다 보면은 제가 일을 많이 하고 조금 유독 제가 조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하하(웃음). 제가 약간 지나치게 깨끗하게 하

는 그런게 있는데..상대방이 조금 힘든가 봐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

면서 ‘자꾸 그렇게까지 많이 하냐’ 잔소리 하는게 약간..서로 간에

대화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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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D>는 불편한 것은 없지만 동료와 함께 일하는데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실제 참여관찰 초반인 12월 경에 그는

<참여자 E>의 업무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때가 빈번

했다. <참여자 D>가 업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강박적인 행동을

보여도 <참여자 E>는 5-10분 정도는 기다려주었지만 그 이후에는 다소

화가 난 목소리로 다시금 업무 배분을 하였다.

얼굴은 아는 사이었는데요. 제가 카페에 몇 번 가봐 가지고 갔었

어서요. 근데 이제 확실히는 자세히는 몰랐었죠. 음...불편한건 얼마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적응이 좀 안되서 너무 같이 일하는데 같

이 일하는데 적응하느라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참여

자 D 인터뷰 내용 중)

E씨: 테이블 정리하고 분리수거 좀 해주세요. 아니 분리수거는 안해

도 되나? 보시고 알아서 판단하셔서 해주세요.

D씨: 네....(약 10분간 우왕좌왕함)

E씨: 왜 갈피를 못 잡을까? (다소 화가 난 목소리로) 저기에 가서

테이블 좀 정리해주세요. 손님 음료 만드는 것은 제가 하는 일

이 잖아요. 오늘 지각도 해놓고 참~~. 지금은 커피 머신 청소

하는 중이니까. 테이블 정리 좀 부탁드려요.

(참여관찰 내용 중)

소통의 어려움은 참여자들이 처음으로 ‘협업’을 경험하는데 일차적인

이유가 있지만, 증상이 심한 동료가 있는 경우 소통이 어려워지고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부차적인 이유가 있었다.

<참여자 익명>5)의 경우 <참여자 익명>이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것이

음성증상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참여자 익

명>은 동료의 증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동료가 음성증상으로 인

해 보이는 행동들을 때로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 할 때도 있었다.

5) 특정 참여자에 대한 불만이 섞인 서술에 대해서는 연구 종료 후 참여자들 간의 긍정적
인 관계유지를 위해 논쟁의 대상이 된 참여자의 이름을 익명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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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을 하지 않는 동료가 답답함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때로 누군가는 일을 덜하거나 더 하게 되

는 경우가 발생했고 일을 하지 않는 동료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참여자

간의 갈등 상황은 대체로 참여관찰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참여자 익

명>은 <참여자 익명>에게 업무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는

데, 요청의 빈도가 점점 잦아지다보니 <참여자 익명>는 “항상 도와달라

고만 하는 응석받이에요.”라고 불평했다. 반면 <참여자 익명>은 남성 훈

련생인 <참여자 C>와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참여자 C>는 대화

를 통해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여자 익명>이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답답했다.

참여자 익명: “이제는 계속 힘들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챙겨주

고 그랬는데. 이제는 남 좋은 일을 도저히 제가 못하겠어요. 왜냐면

이제는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예전에 언니가 린넨이 하얀 것이 있

고 밤색 린넨이 있어요. 밤색이 조금 적어요. <참여자 익명>이 일

이 많대요. 힘들다고 저한테 줄여달라고 했거든요. 속으로 이 생각

이 들었죠. ‘이 사람은 왜 나한테 항상 도와달라고만 할까? 이 사람

은 내가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아무것도 안도와주는데...’ 이건 너무

말이 안되잖아요. 왜 한쪽만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거지?” (참여관찰

내용 중)

가만히 서있는 <참여자 익명>을 보며 “교대 끝나고 나갈 생각

만 하고 있는 거에요?”라고 불평하였다. (참여관찰 내용 중)

뭐 한번 (일을) 같이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는 말을 이제

음 걸기 말을 조금씩 하긴 하는데. 그분은 워낙 말이 없다보니까.

말을 하면은 즉각 즉각 대답을 해줘야하는데 대답을 안해요. 너무.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때는 되게 답답해요.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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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D>는 본래 느린 성향과 강박증 증상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번은 해야 할 일을 잊은 채 퇴근한

적이 있었다. <참여자 E>는 매니저로서 따끔하게 충고를 하면서도 <참

여자 D>가 ‘일부러 일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서운하였다.

D씨는 지각을 하고 전날 제대로 업무 마무리를 하지 않고 퇴근

을 하였다. E씨는 D씨에게 전날 마무리하고 가지 못한 업무를 스스

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본인이 한 거니까 본인이 알아서 치우세

요."라고 이야기했다. 약 20분가량 정적이 흐르고 E씨는 연구자에게

”분위기가 조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라고 조심스럽게 질문하였다 (참여관찰 내용 중)

딴 짓하고 엉망으로 막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절대 저는 본심

이 그게 아니라 좋게. 아니..아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도 되

나. ...(중략)... 아주 깨끗이 잘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까지는 그렇게 잘 해주지. 저한테는 안해줬어요. 저니까 했죠. 상대

적이니까...(서운한 목소리로 바닥을 보며) (참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보통 직업재활 훈련프로그램에서는 우편 분류나 포장 등의 단순 업무

와 같은 홀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동료와 소통을

하거나 갈등이 일어날만한 상황이 많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핀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은 활동의 특성 상 함께 해야만 일이 카페가 운영

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동료 간에 소통이 필요했고, 그에 따른 갈등

이 발생했다.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가 도출된 국내 소수 연구 중 이근희

(2014)의 연구에서 동료지원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함께 일하는 직원

과의 ‘갈등’을 연구 결과로 언급하고 있고, 지적장애인을 연구 참여자로

한 채여진(2014)의 연구에서 또한 동료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을 살필

수 있었다. 이근희(2014), 채여진(2014)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동료와

의 갈등이, ‘갈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고 ‘동등한 관계

맺기’를 하는 결과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미루어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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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겪었던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의 어려움’은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시작점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론적인 해석 뿐 만 아니

라 실제 경험적 증거로써 참여자들이 동료와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

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살필 수 있었다.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논의는 ‘적

응을 위한 노력’, ‘삶의 변화와 관계회복’ 시기에서 살피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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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응을 위한 노력

참여자들은 바리스타 훈련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한계를 경험하였지만

일에 적응하기 위해 내외적인 노력을 하였다. 우선 내적으로는, 자신을 돌

아보고 힘든 상황을 인내하였다. 때로 동료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일을 하며 실수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잡았다. 바리스타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일찍 출근하여 카페 오픈을 하였고 늦게 퇴근하면

서 커피를 만드는 연습을 하였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았다. 직원과 손님을 보며 ‘자연스러운 모습’을 모델링하고자

노력하였다. 외적으로는 동료와 담당 직원,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

움을 받았다. 동료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무조건 동료를 타박하는 것

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동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노력 하였다. 이에

따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연습함’,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음’, ‘동료와 함께하기 위한 노력’으로 하위범주화 하고, 하위범주를 다

시 ‘적응을 위한 노력’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1)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연습함

(1) 스스로 감당해보려 노력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점심시간, 단체 손님 예약이 있을 때는 카페에

손님이 붐비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는 손님이 없는 한적한 시간도 많다.

손님이 없는 때 참여자들은 테이블에 앉아 자신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참여자 E>는 가장 오랜 기간 일했고 매니저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훈련이 덜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료와의 관계에서 무턱대고

화를 내는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실수를 하더라도 “안 흔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흔들리고 그러는거지~”라고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참여관

찰을 하면서는 카페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

다 스스로를 다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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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직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훈련이 덜 됐다는

생각으로 매일을 훈련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도 언제까지 될지 모르

지만은 그래야지만 내가 진정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참여자 E 인

터뷰 내용 중)

네. 아 뭐 어떻게 실수 했는데. 누구는 하는데. 종교 믿을 때도

예전에는 막 답답하고 흔들리면 겁나고 그랬는데. 안 흔들리는 사람

이 어디 있어. 다 흔들리고 그러는거지. 마음이 편해요. (참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금요일에 카페 내에서 열릴 가족 모임 다과를 준비하기 위해 연

구자는 E씨와 외부에 장을 보러나갔다. E씨는 “조촐한 모임이지만

가족모임에 초대된 손님들에게 좋은 다과를 대접하고 싶다”며 3-4

개의 빵집을 오갔다. “이렇게 좋은 재료가 바로 구해지지 않으면 일

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매번 들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좋게 생각하려고요.”라고 말하

는 모습을 보이며 활기찬 모습으로 다과준비를 하였다. (참여관찰

내용 중)

<참여자 B>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화를 먼저 내는 자신을 돌아보

고 이를 고치려 했다. 동료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느껴질 때는 화를 먼

저 내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뤄보려 노력하였다.

<참여자 D>는 강박 증상으로 인해 일하는 것이 남들보다 2-3배 느렸지

만, 자신의 강박 증상에 대해 “예전보다는 괜찮아졌지만 일이 많으면 좀

느려요.”라며 양해를 구하고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하였다. 또한 훈련 초

반에는 대부분 <참여자 E>가 시키는 일만 수행하여 갈등이 많았는데, 이

제는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

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였다.

능동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고, 동료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대화를 먼저 하기 전에 화를 먼저 내요.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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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겠어요. (참여자 B 월례회의록 내용 중)

D씨는 약 20분간 설거지를 하다가 눈치를 보며 “제가 조금 느려

요. 설거지 같은걸 하는게...예전보다는 괜찮아졌는데, 설거지 할 것

이 많으면은 좀 느려요..(머리를 긁적이며)”라고 말하였다. (참여관찰

내용 중)

어...하 할 일을 조금 찾아서 하려고해요. 초반에는 대부분 시키

는 일을 거의 했는데, 그런게 조금 달라진 것..다른 것 같아요. (참여

자 D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 C, A>는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때 인내하고 참았다. <참여자 C>는 “스스로 감당해보려 노력”하였고,

<참여자 A>는 “참는 연습”을 하였다. 동료, 직원에게 힘들 때마다 얼마든

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참여자들에게는 카페가 하나의 ‘직장’으로 인

식되었기 때문에 힘든 것의 일정 부분은 스스로 감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

였다.

저도 감정 기복이 좀 있긴 있죠. 그냥 혼자서 해결하는 것 같아

요. 혼자서 참고. 참고 계속 참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표현을

잘 안하고. 스스로 감당해보려고 노력하죠.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연구자: 처음에 불안했을 때 불안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처럼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했을 까요? 스스로 노력

을 하신거에요?

A씨: 나는 괜찮다. 참았어요.

연구자: 참는 연습?

A씨: 네.

연구자: 주변에서 도와주기도 했나요?

A씨: 잘 모르겠어요.

(참여자 A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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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따라 능력을 평가절하 받아왔다(Mancini, 2008). 때문에 직업적인 스트레

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

지만 참여자들은 절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스

스로 감당해보려고 노력’했다. 직업재활에 참여하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

는 경험은 노춘희(2000)의 연구에서도 ‘부족한 자신에게 몰두함’이라는 하

위 범주로 소개된 바 있으며, Krupa(2004)의 연구에서 또한 당사자들이

일을 함으로써 직업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증상, 일에 대한 스트레스 등 환경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당사자 스

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일련의 과정은 고통에서 회복으

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의 역할을 했다.

(2) 커피 내리는 연습을 하고 부지런히 일함

좋은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노력했다. 좋은 바리

스타가 되기 위한 노력은 크게 ‘커피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다른 참여자들이 훈련 초

반에 그러하였듯, <참여자 D> 또한 음료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습을

끊임없이 하였다. 강박증 때문에 속도가 느려 음료 만드는 것이 쉽지 않

아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반복적인 연습을 했다. 제대로 된 음료를 만들

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참여자 D>는 음료를 만들 때 가장 즐거워

보였다. 참여관찰을 갈 때면 항상 “오늘은 뭐 음료 드셨어요..? 제가.. 연

습하면서 하나 만들건데 드실래요?”라고 수줍게 음료를 권유했고, 콧노래

를 부르며 음료를 만들었다.

지금은 가끔 가다 조금 도와달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좀 빨리 좀

하려고 노력. 노력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아

요. 연습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음...속도가 느리고 저기...

강박적인 것도 좀 있어서..이렇게 여러 번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를..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느린게. (참여자 D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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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는 ”네..잘은 못 만드는데 아직 연습하는 중이라. 만들 수는

있는데 조금 오래 걸려요.“ 라고 수줍게 웃으며 이야기 했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음료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음료를 만드는 연습을 하는

내내 D씨는 콧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였다. ”거품이 넘쳐서...거품이

더 많아야하는데 조금 실패했네요.“라며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완성

된 녹차라떼를 보여줬다. (참여관찰 내용 중)

<참여자 A, B>는 일하는 시간을 늘려가며 맡은 일을 꼼꼼하게 수행

하고 퇴근을 하였다. <참여자 A>는 출근하는데 2시간이 걸리지만 매일 1

시간씩 일찍 출근하여 카페 오픈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였다. <참여자

B> 또한 6시가 퇴근이지만 7시-8시까지 카페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

때가 많았다. “원래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닌데 자리가 사람

을 만든다고, 저를 괜히 여기에 세워둔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며 맡은

일에 대한 큰 책임감을 나타냈다. 바리스타 훈련에 참여하며 당사자들에

게는 ‘좋은 바리스타’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고, 이는 좋은 바리스타

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바리스타 훈련생은 9시 45분까지 출근을 하기로 되어있지만, A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8시 45분에 카페에 도착하여 오픈을 준비했

다. 출근을 하여 테이블 정리, 바닥 청소를 하고 카페를 깔끔하게

청소했다. (참여관찰 내용 중)

참여자 B: “제가 하도 제때 퇴근을 못하고 하니까 물어보더라고

요 P선생님이 왜 퇴근을 안하냐고. 7시, 8시까지 일을 하니까. 저도

원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

다고..하하하(웃음) ...(중략)... 맨 마지막으로 나가는 것도 저고 둘러

보는 것도 저이기 때문에..저가 여기 있는거지 괜히 여기 세워둔게

아니잖아요.” (참여관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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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원과 손님을 보고 자연스러움을 배움

장기간 정신질환을 겪는 당사자들은 음성증상으로 인하여 눈 마주침이

나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사회적으로 부자연스러운 행

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참여자 E>도 증

상에 따른 부자연스러움을 항상 겪어 왔는데, 누군가 알려준 것은 아니지

만 직원과 손님을 보며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보기 좋음을 스스로 깨

닫게 되었다. <참여자 C>는 상황에 맞는 표정을 짓는 것이 힘들었는데,

손님, 선생님과 소통하며 사람을 대할 때 얼굴이 딱딱하게 굳는다는 사실

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손님과 잘 교류하기 위해 ‘얼굴 표정이나 이

미지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저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이 저의 선생님이었어요. 비

록 말로 가르치신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나? 별로 없나? 그거는

지금 생각 해 봐야되지만, 말이 필요 없는거에요. 자연이거든요 이

게 보여지는거랑. 이렇게 봤을 때. 아 보기좋다 참 자연스럽다. 자연

스러운거야. 자연스럽지 못하면 그거는 참 보기 싫은거야 하는 것을

느꼈어요. ...(중략)... 가끔 오버 할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너무 오

버하지도 말고.. (참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제 단점이 얼굴이 딱딱하게 굳고....해맑게 이미지를 바꿨으면 좋

겠는데 미소를 잃지 말고 손님에게 대하고 너무 긴장하거나 불안해

하지 말고...(참여자 C 월례회의록 중)

참여자들은 전문가가 사회기술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들

을 보며 적절하게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방법을 모델링하게 되었다. 직접

적인 서술은 없었지만 다른 참여자들 또한 참여관찰 3개월 동안 표정, 행

동 등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또한 은연중에 손님과 직원을 모

델링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난 변화로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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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음

(1) 동료, 담당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음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

청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실제 함

께 일하는 동료와 직원들로부터 힘을 얻었다. <참여자 C>의 경우 본래

내성적이고 말 수가 적어 힘든 일이 있어도 속으로 삭이는 편이었지만,

이제는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힘든점을 이야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

다. 다른 참여자들보다 <참여자 C>에게 이러한 변화는 회복에 있어 긍정

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그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진단 받게 된 기저에는

내성적인 성향이 극대화됨에 따른 관계 부재라는 환경적 요인이 있기 때

문이다. 고등학교 때 시작되었던 대인기피증으로 우울감이 심해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까지 진단받는 악순환이 반복된 데에는, 유년시절 잦은 이사

로 인한 또래 관계의 불안정, 내성적인 성향으로 인한 대인관계 부재가

원인이 되었다. 때문에 <참여자 C>에게 있어 누군가에게 자신의 어려움

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관계형성 경험을 하게하고

회복으로 나아가는데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연구자: 그럼 그 답답함을 어떻게 표출하세요?

C씨: 하하(웃음). 그때는 선생님이나 B씨한테 이야기를 하고 할 뿐

이지..

연구자: 도움을 요청해요 주변에?

C씨: 네. 도움을 요청하면 좀 괜찮아져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말

안해서 답답하다고.

...(중략)...

연구자: 그렇구나..그럼 많이 힘드시겠어요. 처음에 일을 할 때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말을 안하면 되게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

데.

C씨: 당황되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한마디도 안하니까. 처음에

는 있다가 나중에 답답하니까 이야기 해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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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조금 하다가 좀..‘그만 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끔은 한 적이 한번 있긴 했어요. 그때는 B씨도

아는데.. 그때는 저.. 음..대처는 음..참죠 이것도 참다가 못 참을 때

는 일단 아무도 없을 때 B씨에게만 이야기 하기는 하는데. 그럼 조

금 풀리는 것 같아요.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 E>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고,

힘든 일을 혼자 감당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업무가 과중되는 것 같은 느

낌을 받을 때면 다른 동료에게 업무 배분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색할 때도 있었지만 최대한 정중

하게 요청을 하려 노력하는 <참여자 E>의 모습을 참여관찰을 통해 살필

수 있었다.

E씨: D씨 이거 컵홀더에 도장 찍는 것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내일 안과를 가서 내일 쓰레기를 버려야하는데. 여기 베란다에

있는거요. 쓰레기를 한꺼번에 버리면 힘드니까 가벼운 것부터 먼저

하고 무거운건 나중에 나랑 같이 버려요. 내가 안과 가서 늦게 오니

까. (참여관찰 내용 중)

E씨: 편히 있어요. 이건 내가 할 일이니까 여기 귤도 좀 먹고,

커피 만들어줄까요? 먹고 싶은거 말해봐요(웃으며).

D씨: 아뇨. 가만히 있기는 그래서 좀..(머리를 긁적이며)

E씨: 그럼 내가 설거지하면 이것 좀 닦아 줄래요?

D씨: 네! 그래요(수줍게 웃으며).

(참여관찰 내용 중)

회의시간에 고충에 대해 이야기 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

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려움, 어려움의 이유,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때로는 다른 동료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염두에 두었다가 회의 때 함께 논의하였다. 자신의 어려움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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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동료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하는 시도는 업

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상황과 고민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

다. 일을 지속해야하지만 스스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자

신의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했다. 의사소통을 어려워

하는 참여자에게는 담당 직원이 질문을 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주장을 펼

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게 이야기는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것은 연습을

하는 것밖에..연습을 해서 방법을 아는 것 밖에 특별한 저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월례회의) 물어보신 적도 있고. 기대한 것보다 어

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어서 그거 들을 려고 방법을 물어보려고

(월례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참여자 D 인터뷰 내용 중)

지금은 그러지는 않는데 호흡을 가다듬거나 했고, 만약에 정말

심하게 된다면 아마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

금 일을 못할 것 같다 도저히, 불안이 너무 심해서 통제가 안된다고

...(중략)... 통제를 못하죠. T선생님한테 너무 심하면 말씀을 드리죠.

도저히 못하겠다. 근데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메

르스 때문에 불안이 너무 심해서 T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중

략)... T선생님이 그런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저를 여기에 더 일

시키려고 하는거에요.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멀

어지니까.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네 월례회의나 보수교육 때도 (동료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야

기를 나눠요. 조금 해결이 되고요. 조금.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고충사항이 있다면 업무분장이 공평하게 되고 함께 더 좋은 카

페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 부분을 노력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자 C 월례회의록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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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직원: 오전에는 손님이 별로 없는데요. A씨 저 말고 누군가 더 도

와줘야 하나요?

A씨: 네.

T직원: 오전에 C씨한테 도와달라고 할까요?

A씨: B씨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T직원: B씨는 오후에 풀타임으로 근무를 해서 안돼요. 혼자 일하면

서 힘든 점이 무엇이에요?

A씨: 많이 주문했을 때요.

T직원: 그때는 제가 거의 도와주잖아요. 그럼 B씨랑 같이 하고 싶

은 이유는 무엇이죠?

A씨: 마음이 편해서요.

T직원: 그렇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 해주는 거에요. 다른 카페에 비하면 일이

적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항있나요?

B씨: C씨가 쉬는 시간에는 쉬지 않고 오히려 일을 더 만들어서 해

요.

(월례회의 참여관찰 내용 중)

어려움을 해결하고 바리스타 활동을 원활히 지속하기 위한 목표 하에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지지나 자신의 목소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2) 가족이 도와줌

참여자들은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있었던 고충을 이야기 하고 때로 가

족들로부터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지지를 바탕으로 바리스타

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할 수 있었다. <참여자 A>는 과호흡증후군

때문에 홀로 지하철을 탈 때면 숨이 가빠져서 역무원의 도움을 받는 경우

가 많았는데, <참여자 A>의 어머니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출퇴근을

도와주어서 지금은 혼자서도 무리 없이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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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B>는 훈련생 중 가장 많은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참여자

B>의 가족들은 그가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고충을 토로할 때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었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참

여자 B>의 언니가 <참여자 B>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엄마가 계속 출퇴근 시켜줬어요. 그 이후에. 엄마가 아침에 같이

오고. 끝나고도 데릴러 왔어요. (참여자 A 인터뷰 내용 중)

네. 가족들하고 거의 이야기를 하는데 (중략)..저는 집에 가서 이

야기를 하는 편인데 (중략)...처음에는 말씀을 드리다가. C씨도 A씨

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안들어서...저는 이분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그리고 집에서 언니하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결론적으로 이

런 말을 해주더군요. ‘이 사람을 신경쓰지마, 이 사람은 아무리 말해

도 안들어. 이 사람이 너의 말을 들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너의 말

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되게 우스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경쓰지 말고 너의 일만해.’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 C>는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하여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

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출근을 할 때면 어머니와 동생이 해주는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

잘하라’는 말과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라는 응원이 그에

게 큰 힘이 되었다.

내 가족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동생 가족도 제가 커피 배우는

거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음.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 잘 하라고 그

런 이야기 해주고. 카페 찾아서 하고 싶은거 있으면 하라고 이야기

해주고.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험은 참여자들이 바리스타로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바리스타 활동 자체가 가족 내에서의 소통을 증진

시켜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했다. 실제 <참여자 B>의 경우 과거에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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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놀고 먹기만 한다.’, ‘누나는 언제 취업해?’라는 가족의 ‘타박’을 많이

들었다고 하였는데, 바리스타 활동을 하면서는 “어쨌든 직장이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바리스타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라며 가족들과 일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며 나아진 점을 서술하였다. 가족의 지지는 Ralph and

Recovery Advisory Group(1999)이 제안한 회복모델에서도 다뤄진바 있

다. 회복모델에서 제안하는 회복의 외적 환경 중 지지적인 가족 관계망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본 연구 참여자들 또한 가족의 지지를 받고 일을 해나

가며 회복과정을 지속할 수 있었다.

3) 동료와 함께하기 위한 노력

(1) 동료와 잘 지내려고 노력함

또한 참여자들은 함께 일하는 동료와 잘 지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위범주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의 어려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료

와 갈등이 있을 때가 많았지만, 카페 운영을 위해 협업을 하려면 함께 일

하는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했다. <참여자 E>는 일을 하며 동료

에게 부탁할 때는 정중하게 해야 하고 감정이 상했을 때는 화를 내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너무 싫은 소리도 못하고 누

구를 부려먹지도 못하는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상대방(동료)이 기분 상하

지 않게 업무를 배분하고 자신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참여자 B> 또한 무턱대고 다른 동료에게 화를 내기 보다는 일

을 잘 하지 못하는 동료를 타이르고 업무분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정했다. 예전처럼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웃으며 차근차

근 해야 하는 일을 동료에게 알려주었다.

제가 너무 싫은 소리 못하고. 누가 부려먹지 못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D씨한테는 하고 그러지. (참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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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엄하게도 할 수 있고 부드럽게도 하면서, 두 번 이야기

못하게 이야기할 때도 딱!. 항상 좋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거에요.

좋게만 좋게만 하면 안되잖아요. 단호하게 딱 이야기하고 딱 돌아서

서는. 저기 끝내더래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질질 끌려가는. 제가 끌

려가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속상해요. ...(중략)... D님한테 뭐라고

잔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하지만 또 할 때는 단호

하게. 또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게 부탁하는 의미로 명령이 아니라

부탁하는 마음으로 잘 해나가고 싶어요. 만약에 실습이 그게 안되

고. 한말 또 하고 그러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내가 들어도.. 그러

면 내가 얼마나 D씨한테 무슨 말을 한거야 하고 아이고 ~ 그렇게
해요. 말이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참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제가 그래서 A씨를 타일렀죠. ‘언니 여기서 힘든거 솔직히 말해

서 힘든게 아니야. 이것보다 밖에 나가면 더 힘들어. 언니가 힘들게

일해서 돈을 받는건데. 힘든 일만 피할 수는 없어.’라고요. (참여자

B 참여관찰 내용 중)

A씨는 포스기에서 돈을 꺼내어 B씨에게 정산을 해달라고 요청

함. B씨는 “이 일은 A씨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A씨

가 포스기에 있는 오전 판매 금액을 확인하였음. B씨는 “언니는 언

니가 해야 할 일을 남한테 넘겨요 자꾸. 내가 확인은 해줄 수 있지”

라고 A씨에게 웃으며 이야기 함. A씨는 이에 대해 큰 반응을 보이

지 않고 묵묵히 포스기 돈을 정산함. (참여관찰 내용 중)

근무한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참여자 D>는 강박증 증상으로 시간

에 맞춰 출퇴근 하는 것에 난관을 겪고 있었는데, 지각을 했을 때는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미안합니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인사를 하고, 같은 시간

에 근무하는 <참여자 E>씨와 잘 지내기 위해 시키지 않은 일도 먼저 찾

아서 하려고 노력하였다.

(D씨 20분을 지각하였음)

D씨: 미안합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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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 왔어요?

D씨: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고개를 숙이며)

E씨: 아니에요. 어서 와요.

(참여자 D와 참여자E 참여관찰 내용 중)

어...특별히 변한건 없는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E씨)하고 잘 지

내려고 조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음...제가 너무 시키는 일만 했

던 것 같아서.. (참여자 D 인터뷰 내용 중)

가족 이외에 깊은 관계형성 경험이 없었던 참여자들에게 동료는 더 이

상 ‘소통이 어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참여자들은 사이가 좋던 나쁘던 함

께 지내야만 하는 상황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택했고, 부탁을 할 때

는 정중하게 하고, 잘못을 했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원만한 관계

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 동료를 받아들임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에서는 카페 전반을 총괄하고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각 카페마다 한명에게 매니저의 역할을 부여한다. 카페 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참여자 B, E>는 다른 참여자들보다 카페 전반적인 상

황을 확인하고 동료들 간의 업무를 배분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동료들 간

에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조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동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동

료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한다는 생각에 화도 나도 스트레스도 받았지

만, 이제는 ‘그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내버려두

니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는 같이 일

하면서 그 부분을 그냥 내려놓으니까. 예전에는 화가 많이 났는데

이제는 내려놓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내버려두

자라고 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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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할 때 상대방이 기다리던 뭐하던. 주문도 하려고 했다 말

려고 했다 막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냥 예사로 안보고 안에는 짜

증나는 마음보다 이게 뭘까. ‘이게 모습이 뭘까?’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요. 그러면서 같이 일하게 되면서 굉장히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래가지고....뭐 좋게 받아들여서 나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

까 천천히 하는 것을 모든 것에 적용하니까. 매사에 일이 제일 빠르

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카페의 매니저는 업무 전반을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훈련생들과의

원만한 관계 조성을 위한 노력도 겸비해야한다. <참여자 B>의 말을 빌리

자면 ‘훈련생이 나무를 보는 사람, 매니저는 숲을 보는 사람’이다. 이러한

매니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참여자 B, E>는 다른 참여자보다 ‘관계’

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그리고 상대방을 모두 바꾸려고 하

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동료를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니저’라는 역할은 타인을 좀 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과 회복에 관련된 질적 연구에서 유사하게

밝혀진 결과이다. 노춘희(2000)의 연구에서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당

사자들은 나에 대한 이해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려니

생각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 점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노력은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

니라, 자연스럽게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게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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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삶의 변화와 관계회복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하면서 참여자들의 삶에 변화가 일

어나기 시작하였다. 출퇴근 시간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증상이 생겨나도 이를 자타의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손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청결을 유지하고 외면을 가꾸기 시작했다. 맛

있는 음료를 내어왔을 때 손님들이 칭찬을 해주면 보람을 느끼면서, “나

도 무언가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바리스타 활동에

익숙해지며 두려웠던 손님들을 만나는 일이 즐겁고 기대되는 일이 되었

다.

뿐만 아니라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기존에 맺고 있던 관

계들을 회복 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은 갈등이 있던 동료들과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참여자들

의 경우에는 ‘일’을 한다는 명목 하에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졌고 가족들이

참여자들을 응원해주기도 하였다. 지역사회주민인 손님들과의 관계도 조

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주문을 받고 음료를 제

조하여 서빙을 했다면, 이제는 날씨를 소재로 먼저 대화를 건네기도 하고

단골손님에게는 명절안부도 자연스럽게 건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참

여자들은 이전의 삶보다 좀 더 나은 삶으로 변하였고, 동시에 주변 관계

의 회복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일상생활과 내외적 모

습에 변화가 일어남’, ‘일에 대한 보람과 자신감’, ‘기존관계의 회복’의 하

위범주로 나타내었고, 이를 ‘삶의 변화와 관계회복’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1) 일상생활과 내외적 모습에 변화가 일어남

(1) 부지런한 생활을 하게 됨

참여자들은 바리스타 훈련생으로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퇴근 시간

을 지켜야 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 준비

를 하다 보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부지런한 생활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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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참여자 D, E, C>의 경우 바리스타 활동을 하기 전에는 불규

칙적인 생활을 했지만, 바리스타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 C>는 평소에 잠이 많아 “늦게 일어나고,

많이 쉬려고 하는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부지런한 생활’을 하고 있고,

<참여자 D>의 경우 아직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키지는 못하지만 30분 이

상 지각을 하거나, 무단결근을 한 적은 없다. <참여자 E> 또한 바리스타

활동을 하고서 부터는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하고 집안일까지 하고

출근을 하는 ‘부지런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조금 규칙적으로는 된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는. 늦잠은

일요일 같은 때 말고는 별로 안자는데요. 많이 쉴려고 그러는건 조

금 덜한 것 같아요. (참여자 D 인터뷰 내용 중)

부지런한거..? 이전에는 엄청 게을렀죠. 이제는 가만히 누워있지

못해요.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컴퓨터도 하고 집안일도 하

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시간 금방가요. 부지런해졌죠 ...(중략)... 저는

요. 너무 고지식하게 했어요. 지각 같은 것도 한 번도 안하고 월차

도 한 번도 안써먹었어요. 여태까지.. (참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저 잠이 좀 많은데. 평소에 늦게 일어나고 하는데. 일찍 일어나

는게 일찍일어나는거 한가지하고 식습관도 달라지는 것 같고. 규칙

적으로. 부지런한 생활?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들에게 ‘바리스타 활동’은 규칙적으로 생활해야하는 이유가 되었

다. 또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제 시간에 밥을 먹고, 집

안일을 하고, 낮잠을 자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직업재

활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은 손명자(2006)의 연구

에서도 밝혀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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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상을 다룰 수 있게 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참여자들에게는 근무 도중 종종 증상이 생겨날

때가 있었고, 그 때문에 힘이 들 때도 많았다. 하지만 일에 집중하기 위해

증상을 스스로 통제하려 자의적으로 노력해보았고, 일에 집중하려 노력하

다보니 타의적으로 자연스럽게 증상이 줄어들기도 했다. <참여자 E, A>

의 경우 의식적으로 자신의 증상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지속하였다. <참여

자 E>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감정의 기복이 크게 생겼지만 “힘들지만

굳세게 나가아죠. 그게 나의 훈련이에요”라며 증상을 다뤄보았다. <참여

자 A>는 음성 증상 때문에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때가 많았지만, 카페에

손님이 없을 때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연습을 꾸준히 하여 손님을 미소

로 응대할 수 있게 되었다.

E씨: 이런게 잘 안되면 힘들어요. 그래도 굳세게 나가야지.

연구자: 이런게 잘 안되면 어떤 부분이 많이 힘드신가요?

E씨: 잘 안풀리고 그러면 오락가락하죠(기분이)..

연구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나봐요...

E씨: 힘들지만 굳세게 나가야죠. 그게 나의 훈련이에요. 좋게 생

각하면 틀려도 좋지 않아요?

(참여관찰 내용 중)

저는 손님을 대할 때 미소가 부족하고 자연스럽지 못한데 매일

연습을 하니까 밝은 모습이 되어 좋아요. (참여자 A 월례회의록 내

용 중)

<참여자 D, B>의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한 것이 아니지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 증상이 조금 줄어들 때가 있었다. <참여자 D>는 “정확히

는 모르겠는데 많이 바쁘고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증상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참여자 B> 또한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불안

하여 병원에 내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근무지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행동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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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설거지 같은거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증상이 조금 줄어..줄

어들 때가 있어요. 그..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집중을 조금 하거나요.

많이 바쁘고 그러면 증상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참여자 D 인

터뷰 내용 중)

일단은 조금 이걸(바리스타 활동)하기 전에는 너무 병에만 집착

했으니까. 너무 조금만 아파도 무조건 검사받으러 가야하고 그랬는

데. 여기서는 일을 해야 하고 이것만 해야 하니까. 조금 약간 좀 떨

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 D>는 증상이 줄어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였지만 <참여자

B>의 사례를 미루어 보았을 때, ‘바리스타로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참여자들이 증상에 따라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은 바리스타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 증상을 자

발적으로 다루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바리스타 업무를 해야만 하

는 상황에 따라 타의적으로 증상을 다룰 수 밖에 없을 때도 있었다. 즉,

타 훈련을 받는 상황은 참여자들이 자타의적으로 증상을 다룰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이 증상을 통제하고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증상 통제’에 대한 부분은 직업재활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의 경험을 서술한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Krupa, 2004;

Woodside et al., 2006).

(3) 손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청결을 유지하고 외모를 가꿈

손님에게 조금 더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자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

었다. <참여자 C>는 “피부 관리”도 해보고 옷도 신경 써서 차려입게 되

었다. 평소에도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손 씻기를 꼼꼼하게 하고 주변도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바리스타 활동을 한 <참여자

E>는 바리스타 활동을 할 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깔끔한 옷차림을 유

지하고 있다. 비록 집에서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잘 차려 입었을 때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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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달라지는 마음가짐 때문에 “왠만하면 맞춰서 예쁘게 입고” 지낸다.

일상생활.. 일단 이거하면서 위생이나 청결을 당연히 하는 면도

있고. 일단 조금씩 실력도 많이 늘어가는 것 같고 또. 변화가 좀 있

고. 자신감도 좀 생기고. 이제 가끔 제가 얼굴에 뭐 뿌리고 피부 관

리 하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마스크 팩을 한다던가. 미스트를 뿌린

다거나 외모 관리를 하면서..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C씨는 손가락과 손톱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닦고 청소를 시작했

다. 커피 재료들이 모두 넉넉하게 있는지 확인하고 재료 통을 들고

모든 선반을 닦기았다. 손님이 떠난 자리 또한 바로 닦고 의자를 넣

어 뒷정리를 했다. (참여관찰 내용 중)

조~금 후드러진거 아 근데 집에서 입기는 아까운거. 구겨지면 못

입는데 그래도 입어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돈 그렇게 저금 안

해요. 또 쓰는 스타일이지 또 그렇게 안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껴봤자 조금이라도 후들하면은. 그래서 요즘엔 집에서는 왠만하면

맞춰서 예쁘게 입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벌써 달라요. 예. (참

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 B, D>는 이전에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던 기본적인 위생관리

가 잘 되기 시작하였는데, 손님에게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치질

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자신과 주변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참여자 B>의 경우 이전에는 식후에도 양치질을 하지 않는 경

우가 빈번하였지만, 이제는 오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점심식사 후에 곧

바로 양치질을 하였다.

조금 위생은 괜찮게 잘해요. 조금 더 이빨은, 양치는 조금 더 신

경을 쓰게 됐는데..다른건 괜찮아진 것 같은데. 손님한테 냄새가 나

니까 양치는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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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 그냥..조금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려고 하고요. 가끔 설거지

좀 하고.

연구자: 어떤 이유로 깨끗하게 하는거에요?

D씨: 그냥 깨끗하게 하는게 청결하고 좋을 것 같아서요.

연구자: 청결하게 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D씨: 음...조금 인상적이고 다른 사람들하고 지내는게 조금 좋죠.

(참여자 D 인터뷰 내용 중)

정신질환이 만성화 되다보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청결 유

지’의 영역이다.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하다보면 ‘씻어야 한다’는 생각이나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게 된다(권진숙 외, 2013). 이

러한 음성증상의 경우 약물치료만으로는 완화되기 힘들어 전문가가 지속

적이고 직접적으로 사회기술훈련을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전문가의 개입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

업훈련을 받으며 ‘바리스타로서 타인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들이 외면을 가꾸는 행동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는 ‘직

원’, ‘동료’의 긍정적인 피드백 또한 큰 몫을 하였다.

2) 일에 대한 보람과 자신감

(1) 일에 익숙해지며 보람을 느낌

참여자들은 어렵기만 하였던 바리스타 업무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참여자 B>는 돌발 상황에도 여유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카페 내

의 소모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다른 물품을 대체재로 활용하여 음료 서

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였다. <참여자 C>는 ‘긴장

과 불안’에서 벗어나 하루 종일 근무를 해도 여유롭게 주문을 받고 음료

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B씨는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사용하는 컵홀더가 떨어지자 컵

두 개를 겹쳐서 준비하여 손님들이 음료가 뜨거워 불편함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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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도록 조율했다. (참여관찰 내용 중)

오늘은 센터 방학기간으로 C씨가 종일 근무를 하는 날이다. 불

안해 하던 훈련 초반과는 달리 C씨는 주문이 들어오면 여유롭게 주

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었다. (참여관찰 내용 중)

기존에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하던 <참여자 D>는 점차 자발적으로

테이블을 정리하고 연구자에게 음료 결제 방법을 먼저 알려줄 수 있게 되

었다. 일에 익숙해짐과 동시에 주어진 업무량을 자발적으로 조절해나가기

시작했는데 <참여자 E>는 할 일이 쌓여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조금

미뤄도 될 일을 구분하여 일을 해나갔다. “매번 빨래를 하려면 힘드니

까..” 필요한 양만큼만 오늘하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양은 내일로 미뤄서

일을 하였다.

D씨는 본래 출근을 하면 E씨가 업무를 배분해줄 때까지 기다리

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먼저 포스기를 살

피고, 카페 테이블을 한 번씩 정리하였으며, 분리수거함에 쓰레기가

많은지 확인하였다. (참여관찰 내용 중)

손님이 와서 연구자가 계산을 하려하였으나, D씨가 천천히 연구

자에게 다가와 포스기로 카드 결제하는 법을 알려주고 손님을 맞이

하였다. (참여관찰 내용 중)

참여자 E: 매일 하죠. 그런데 저기 조금 쌓여 있어요. 매일 매일

린넨을 빨아야하는데 맞는데, 매번 쓸 것도 아니고, 매번 빨래 하려

면 힘드니까 저기 아래에 두죠. 저건 내일 또 하면 돼요. (참여관찰

내용 중)

바리스타 활동에 익숙해지며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생겼다. 크게는

‘일’에 대한 보람과 ‘손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보람이 발견되었다. <참여자

C, D>의 경우 전자의 이유로 보람을 느꼈고, <참여자 A, C>의 경우 후

자의 이유로 보람을 느꼈다. 우선 <참여자 C>는 처음에는 커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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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아예 몰랐고 잘 못 했었”지만 “실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참여자 D> 또한 힘들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보람을 느꼈다. 후자에 해당하는 <참여자 C>는 향상된 커피 실력

으로 손님들이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줄 때 보람이 느껴졌으며, <참여자

A>는 ‘모르는 사람만 보면 과호흡 증후군’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오히려

손님이 많이 올 때 “반갑게 인사”를 하는 점이 좋았다.

음..좋은거 커피를 만들어보고 뭔가를 만들어 본다는게 재밌고

좋았던 것 같고. 하면서 처음에는 아예 몰랐고 잘 못했었거든요 근

데 차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조금씩 실력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

서 실력이 좀 많이 나아진게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음..그냥 손님 오시면 주문 받고 서비스하거나 설거지하거나 좀

힘들기도 힘들 때도 가끔은 있는데요. 음료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하는게 그냥 그런거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일하는게. 음..그러니까

무슨 뭐가 일을 할 수 있다는거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D

인터뷰 내용 중)

커피 배우는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내가 만들고 사람들이 먹고

‘음 맛있다~!’고 이야기 해줄 때 그때가 좋고. (참여자 C 인터뷰 내

용 중)

A씨: 외부 손님이 많이 오실 때 보람 있어요.

연구자: 아! 어떤 이유로 그때 보람이 느껴지는 거에요?

A씨: 반갑게 인사하고요.

(참여자 A 인터뷰 내용 중)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바리스타 일이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좋은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한 결과, 참여자들은 바리스타 활

동에 익숙해지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일’로부터 오는 보람도 있

었지만 외부 손님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소통’하는 것이 보람될 때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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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리스타 훈련’은 더 이상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이 아니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되었다. Provencher 외(2002)의 연구에서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의 의미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함을 밝혔

지만, 본 연구에서 조금 다르게 서술 되었던 지점은 <참여자 A, C, D,

E>의 경우 단순히 노동을 한다는 것에서 느끼는 보람에서 나아가 구체적

으로 ‘바리스타 활동’에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2) 자신감이 생김

일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며 참

여자들에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참여자 C>는 바리스타로 활동

하기 이전에는 달라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컸지만 이제는 스스로 “나

자신이 이것(바리스타 활동)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

였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변

화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피드백은 그의

자신감을 지속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참여자 B> 또한 과거에는 “참

을성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변에서 “근성 있는 사람”이라는 칭

찬을 받는다. 몇 번에 거친 취업 실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

신에게 “근성”이 생겼다고 믿겨지지는 않지만 주변의 긍정적 반응에 대해

뿌듯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다.

전에는 내가 음..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왠

지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거하면서 나 자신이

이것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고. 주변 사람들도 좋게

말해주니까요.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조금 뭔가 위축되어 있던 것도 없어지는 것 같고. 관리를 하면

조금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주고. 해주니까. 약간 사람들이 그런 말

칭찬이나 뭐 피부 하하(웃음) 좋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자

신감도 생기고 기분도 좋고.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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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참을성이 진짜 없는 사람인데 진짜. 저한테 주변에 어떤 사

람이 그러기도 했어요. ‘B씨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일은 한 달도

버티기가 힘든데, B씨는 3년이나 근성 있게 있지 않았냐.’ 내가 그

래서. 저는 뭐 근성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한거죠(웃음).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일을 통해 자신감이 향상되는 것은 ‘직업재활과 회복’을 주제로 한 소

수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부분이다(Rogers, 1995; Corbiere and

Lecomte, 2009).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들 중 노춘희(2000)는 ‘체면

이 섬’이라는 하위 범주를 통해 참여자들의 향상된 자신감을 표현하였고,

봉은주 외(2012)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의 어려움을 관리할 수 있

다는 믿음’의 항목이 훈련 참여 전후로 유의미하게 달라짐을 밝혔다.

<참여자 익명6), D>는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특히 소극적인 성향이 강

해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으로 느

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무슨 일을 하던 “당당하게” 할 수 있

게 되었다. <참여자 D>도 증상으로 위축된 채 머뭇거리는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혼자 해보려고 하는” 것이 생겼다.

바리스타 활동을 하며 스스로 도전하여 달성하는 “성취”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

참여자(익명): “예전에는 당당하지 못했죠..뭐든지 이제 자신 있

게 숨어서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던 당당하게 하고…” (참여관찰

내용 중)

제가 그래서 해요(별명)에요 뭐든지 해요. 서투르고 모르고 하

니까. 그런 해요도 되지만 다른 해요로도 마음속으로.. (참여자 익명

인터뷰 내용 중)

6) 참여자의 별명이 서술된 부분에 있어서는 비밀 보장을 위해 해당 참여자의 이름을 ‘익
명’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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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얼마 아직 안되는 것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제 자신감이 생긴거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하고요.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뭔가 혼자 해보려고 그러는게 조금 생긴 것 같아

요. 꼭 시키지 않아도. 성취라고 해야 하나 하는게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D 인터뷰 내용 중)

오랜 기간 동안 위축된 삶은 살아오던 참여자들에게 ‘장애가 있지만

일을 하고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상당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렇게 참

여자들에게 생긴 자신감은 그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

었고, 성취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끔 만들었다. Mancini(2008)에 따르면

‘성취’ 즉, 새로움과 도전을 찾는 내적인 경향은 회복과정이 상당부분 진

행된 당사자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내적인 경향은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회복과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

지 정신보건관련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내적인 경향성을 도외시해왔지만

(Mancini, 2008), 본 연구에서는 바리스타 활동을 하며 만들어진 성취 욕

구, 즉 내적인 경향이 당사자들의 회복과정 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3) 기존관계의 회복

(1) 동료와 함께 일하면서 힘을 얻고 가까워짐

갈등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적응을 위한 노력’한 끝에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들에게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해 나가는 힘이 생긴 것이다. 훈련 초반과는 다르게 오히려 <참여자 C>

는 “서로 같이 호흡 맞추면서 같이 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라고 하

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을 바리스타 훈련의 좋은 점으로 꼽았다. <참여

자 A> 또한 “둘이 합해서 같이 만드는 것”이 좋은 점이라 서술하였다.

그리고 서로 같이 호흡 맞추면서 같이 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게 좋은점 같고.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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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손님 주문 받을 때요. 둘이 합해서 같이 만들어요. 힘 안들

게.

연구자: 같이 협력하는게 좋은거에요?

A씨: 네.

(참여자 A 인터뷰 내용 중)

실제 참여관찰을 하며 참여자들이 점차 협력해 나가는 모습을 빈번하

게 관찰할 수 있었다. 훈련 초반에 있는 <참여자 D>의 미숙함으로 <참

여자 E>와 갈등이 있을 때가 있었지만 <참여자 D>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참여자 E>는 동료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끝에 원만하게 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조금 일을

못할지라도 타이르며 같이 일을 해나갔고, <참여자 D> 또한 일을 하면서

“가까워져서” 일을 하는 것이 “조금 편해”졌음을 말하였다.

손님이 오자 E씨와 D씨가 협업하여 바닐라 라떼와 카페 라떼를

만들기 시작했다. E씨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D씨는 옆에서 피

처(커피용품)을 준비했다. D씨는 피처에 적당량의 우유를 부었는지

E씨의 눈치를 살폈다 E씨는 “너무 적잖아요. 짓궂어라..!”라고 부드

럽게 타이르는 모습을 보였다. D씨는 “아 그런가요..”라고 하며 조심

스럽게 우유를 피처에 더 따랐다. (참여관찰 내용 중)

지금은 그래도 조금 쉴 때나 이야기를 좀 하니까. 처음에는 말도

별로 그렇게 잘 안했는데 그 조금 친해져. 가까워져가지고 그런건

있고요. 어.. 또 오래는 안됐지만, 얼마정도 알게 되니까 서로. 뭐 일

하는데 조금 편해졌어요.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참여자 D 인터뷰

내용 중)

함께 일하며 동료의 좋은 점들이 보이기도 하였다. <참여자 B>는 <참

여자 C>의 “깔끔함”과 “프로 정신”을 자주 칭찬하였는데, 그때마다 <참

여자 C>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칭찬을 받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 E> 또한 초반에는 강박증 증상으로 느리게 행동하는

<참여자 D>가 답답하였지만, 이제는 <참여자 D>가 천천히 일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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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본받고자 하였다. 자신은 성급하게 일하는 경향이 많은데 함께 일하는

동료를 보고 천천히 일을 해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는 지속적으로 가게를 살피고 청소를 하

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B씨는 C씨를 칭찬 함 “C씨

는 프로에요. 프로.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일을 만들어서 해요. 제가

잘 몰랐는데 C씨를 근데 보니까 일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C씨는

머쓱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묵묵히 할 일을 지속했다. (참여관찰 내

용 중)

마음이 조급해서요. 근데 D씨가 굉장히 천천히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참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 E>가 참여 관찰 당시 서술한 바와 같이, 동료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만 이전처럼 항상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호흡을 맞

춰가며” 일하고, “동료의 좋은 점”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갈

등관계에 있는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법을 터득하고 함께

일하는 것의 좋은 점을 알게 되었다.

(2) 가족들이 좋아하고 응원해주기 시작함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참여자들은 바리스타 활동을 하며 가족

관계가 이전보다 좋아지는 경험을 했다. 보수가 높지는 않지만 ‘경제활동’

을 한다는 것을 가족들이 인정해주었고, 참여자들 또한 위축된 모습에서

벗어나 가족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오랜 기

간 훈련한 <참여자 E, B>의 경우가 이에 해당했는데, <참여자 E>의 경

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감정기복(증상)으로 인해 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

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여 힘든 점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다루며 동생에게 집안일을 시킬 수 있게 되었고, 동생 또

한 <참여자 E>가 바리스타 활동을 하기 시작한 후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도와 줄 때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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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동생하고 같이 사는데, 너무 안시켰어요. 너무 뭐든지. 그래

가지고. 이제...(중략)... 네. 전혀 안했는데. 이제는 알아서 딱딱하고

시장도 봐다주고. (참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 B>는 과거 가족들이 ‘B는 요즘 뭐해?’라고 지인에게 질문을

받으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까 ‘바리스

타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점을 긍정적인 변화로 꼽았다. 30대

후반이 되었음에도 직장이 없으니 항상 가족 내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

지만, 이제는 “회사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족들도 능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을 해줘서 좋다고 하였다. <참여자 D>의 경우 기존에 가족 관

계는 좋은 편이었지만, 일을 하니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서술했

다.

왜냐면 예전에는 하하(웃음). 왜냐면 예전에는 핑핑 놀고 있을

때 언니네 회사사람이 언니랑 나랑 쌍둥이다 보니까. 여동생 뭐하냐

고 하면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바리스타를 하니까. 바리스타 일을

하고 있으면 이야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자신감. 그런게 있다 보니

까. 언니도 커피 학원을 다니라고 하고 능력을 키우라고 하니까. 솔

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서 뼈를 묻을 것도 아니고 바리스타로.. (참여

자 B 인터뷰 내용 중)

집에서는 조금 좋아하더라고요. 조금 차라리 지금 현재, 예전에

는 프로그램 하고 집에 와서 놀고 먹었는데 이제는 오후에 이제는

퇴근시간에 맞춰서 오니까. 회사 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많이 좋

아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다른건) 모르겠어요. 그냥 일 하는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참여자 D 인터뷰 내용 중)

정신질환이 만성화 되는 경우 대체로 당사자들은 제대로 된 경제활동

을 하기 어렵게 되고, 부양부담이 가족들에게 전가되어 가족 내에서 위축

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들의 정신질환이 만성화 되었을 때의 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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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의 중년기이고, 부모의 경우 노년을 보내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하

면 당사자의 가족들이 부양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 또한 가족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참여자의 경우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 가족 내에서 심

하게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바리스타 훈련을 통해 ‘직장’

을 갖게 됨으로써, 적지만 일정금액의 보수를 월마다 받을 수 있게 되었

고,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명분하에 이전보다는 원만한 가족 관

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바리스타 활동을 하며 일어

난 삶의 변화, 자신감의 형성 또한 가족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큰 영

향을 주었다.

(3) 손님들과 이야기 하는 게 좋아짐

1년 이상 바리스타 활동을 한 참여자들은 손님이 왔을 때 항상 불안하

거나 긴장하지 않았다. 묵묵히 음료를 만들고 서빙만하는 것이 아니라, 단

골손님에게는 안부 인사를 건네거나 음료를 추천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졌다. 특히 <참여자 B>는 참여관찰 당시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였는데, 실제 그는 바리스타 활

동을 하며 ‘외부손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서술하였다.

그는 과거와는 달리 주문을 받을 때 손님에게 음료를 추천해주기도 하고

세심하게 음료 뚜껑이나 티슈를 챙겨주기도 하였다.

일단 외부손님한테 뭐지..그..그게 뭐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조

금 일단 커피를 서비스 하는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한테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람과의..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거? 그런게 좀 좋았

어요.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B씨는 “그럴거면 다른 달달한 음료를 먹지, 이런 시럽은 몸에 좋

지도 않은데 왜 아메리카노에 시럽을 넣어서 먹어요.. 비난하는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드시겠어요?”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손님은 고민을 하다가 시럽을 뺀 아메리카노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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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하며, 뚜껑, 컵홀더 등을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관찰 내용 중)

B씨: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웃음).

직원: 바닐라라떼 하나랑요...음....

B씨: 칼로리를 생각한다면 음...이게 나아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거지만은. 아 저희는 카드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도 현

금영수증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까지 하면 가

게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하하하하하(웃음).

직원: 하하(웃음). 저는 바닐라 라떼 아이스요.

B씨: 네. 한번 확인해볼게요. 바닐라라떼 아이스하고 따뜻하게

이거 테이크 아웃인거죠. 두잔 4천원입니다. 거스름돈 6천

원 맞는지 확인해주세요(거스름돈을 건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직원: 네 괜찮아요. 제가 가지러 올게요!

(참여관찰 내용 중)

<참여자 C, E> 또한 손님에게 날씨, 시기에 따라 적절히 안부 인사를

하며 친절하게 서비스 하였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에 <참여자 C>는 손님

들에게 “날이 많이 추워졌죠?”라며 말 한마디를 더 건네었고, <참여자

E>는 “구정 잘 보내세요~!”라고 명절인사를 손님에게 먼저 하기도 하였

다.

C씨는 손님이 오자 “날이 많이 추워졌죠?”라며 말을 건네고 주

문을 받았다. 손님은 “네. 날이 많이 추워졌네요.”라고 대답하며 음

료를 주문하였다. (참여관찰 내용 중)

E씨는 단골 손님에게 “음료가 늦게 나왔죠. 죄송해요. 구정 잘

보내세요~”라고 사과와 안부 인사를 건넸다. (참여관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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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초반에 있는 <참여자 D>에게는 아직까지 손님을 대하는 것이

불안한 일이었지만, 그 이외의 참여자들에게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일’이

이제는 ‘기대되는 일’이 되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아니라, 안부를 물어보고 인사를 나누며 지역사회주민과 소통할 수 있

는 기회를 만들어갔다. 이렇게 참여자들은 동료, 가족, 기관 내의 관계에

서 나아가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소통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는

기회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

아가는 과정’을 ‘회복’이라 할 때, 지역사회주민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은 회복과정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부분이다. 그러나 기존에 논

의되어 온 지원고용모델에서는 ‘취업률’에 초점을 두어 지역사회와의 관계

회복을 고려하지 못했고(강위영 외, 2001), 보호고용 모델은 당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스티그마를 심화시켜 오히려 사회적 관계 회복을 저해하기도

하였다(Mueser et al., 1997). 보호고용, 지원고용, 사회적 기업 모델을 혼

합(hybrid)한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의 경우 직업훈련의 장 안에서 참여

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보호고용의 장점을 살릴 수 있었다. 또한 ‘커피’라는

매개체를 통해 직업훈련의 장을 지역사회주민에게 좀 더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사회적 기업 모델의 장점을 취하여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주민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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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음

참여자들은 바리스타 훈련에 참여하며 한계를 경험하고, 적응을 위해

노력하며 변화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아갔

다. 더 이상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변화한 ‘나’를

인정했다. 그리고 변화한 자신을 되돌아보며 고통을 극복해 나갔던 힘든

시기도 자신에게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새롭게 만든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과거와

현재에만 머물러 있던 참여자들에게 미래는 여전히 막연하고 두렵지만 차

근차근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작은 것이지만 목표를 세

워 실천해보기도 한다. 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다보니 주변을 돌아볼 여

유도 갖게 되었는데, 가까운 주변에 있는 당사자들을 시작으로, 기관의 직

원의 고충을 헤아려보고 도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센터, 바리스타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나’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시작한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본 연구에서는 ‘나를 세움’, ‘막연하지만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감’, ‘지역사회에 있는 나’로 하위범주화 하였고, 이를 ‘지역사회 구

성원으로 자리 잡음’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1) 나를 세움

(1) 정신장애인으로서의 ‘나’를 만들어감

참여자들은 바리스타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고난과 극복 과정을 경험

하며 정신장애인로서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다. <참여자 E>는

감정기복으로 인해 때로 지나치게 감정을 드러낼 때가 있었고, 타인을 대

할 때 적절하게 거리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다. 초반에는 이러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기관의 직원을 따라 비슷하게 행동하려

노력해 보았지만, 이제는 남을 억지로 따라하지 않고 나만의 자연스러움

을 만들어가고 있다. “각자 자기를 사랑할 줄 알면은 각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라고 <참여자 E>가 서술한 바와 같이, 그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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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사랑하려 노력하고 있다.

근데 그런 것도요. 뭐든지 내가 하는게 지나치게 그렇게 했던던

게. 나를 위해서 막 플러스가 못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참

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저는 지금 선생님 따라 가려고 생각안하고 남이 보기에 참 보기

좋다. 그게 성공한거지.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는 생각 안해요.

왜냐면은 안어울리면은 안한것만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중략)...

각기 자기를 사랑할 줄 알면은 각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나 자신

을 우선 생각하고 참 사랑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참여자 E 인

터뷰 내용 중)

<참여자 D, C>는 참여자들은 바리스타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한계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참여

자 D>는 과거의 자신을 “많이 부족한”이라는 수식어구로 표현했지만, 이

제는 “뭔가 할 수 있는”이라는 긍정적인 어구로 자신을 설명했다. 바리스

타로 활동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가 있다고 하기에는

부끄럽지만 이전보다 “부족함이 덜해진 것” 같았다. <참여자 C> 또한 대

인기피증과 소심한 성격 탓에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손님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말도 많이 하게 되었고 남들이 자신을 바리

스타로 인정해주어서 자신감도 생겼다. 그는 소심했던 과거보다는 현재의

변화된 자신이 더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하게 되

었다.

글쎄요 하하(웃음). 음.. 뭔가 할 수 있는 나.. 예전에는 조금이

아니라 뭔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참여자 D 인터뷰 내용 중)

성격. 성격이 좀 많이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말도 없었고, 되게

소심하고, 선뜻 나서는 것을 별로 안좋아했었고요. 사람들하고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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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게 꺼려했었거든요. 그런데 일하면서 말도 조금씩 늘어나고 말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일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리스타로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중략)..과거보다는 현재가 나은

것 같아요.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이걸 하면서 내가 만든 음료수를 먹는 것을 보면은 기분이 좋고.

나란 존재감이 조금씩 인정을 받는게..나 자신이 나를 인정하게 되

었어요.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회복’의 개념으로 중요시 되는 것 중 하나는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 때문에 참여자들이 ‘장애가 있는 나’를 받아들이고 ‘정신장애인으로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회복에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

다. 실제 회복과정에서 공통적인 경험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 ‘자신의 장애

를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는 것인데(Deegan, 1988; Anonymous, 1989;

Anthony, 1993), 참여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질환이나 질환으

로 인한 자신의 모습을 기반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바리스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Bullock(2005)의 정신건강회복척도에서는 ‘자기재정의’, Andresen 외(2006)

의 회복단계측정도구에서는 ‘긍정적 정체성의 수립’, 이근희(2014)의 연구

에서는 ‘자기인식의 변화’를 통해 설명된바 있다.

(2) 고통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것이 값진 것

오랜 기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자 E, B>는 ‘고통을 극복하는

경험’의 긍정적 의미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들에게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더 이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참여자 E>는 “고통을 극복하고 일

어서는 것이 값진거죠.”라고 말하며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순간들을 긍정

적 의미로 승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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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게 사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올바른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은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쉽사리 무너지게 되어있고, 고통을 극복

하고 일어서는 것이 값진거죠. (참여자 E 참여관찰 내용 중)

<참여자 B> 또한 “정말 너무 힘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얻어지는

것”이 있다고 고통의 긍정적 의미를 서술하였다. 다만 그는 <참여자 E>

보다는 고통에 대해 양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자신이 고통을 극

복하면 극복할수록 다음에 다가오는 고통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 같다”

며 고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덧붙여 이야기하였다. 때로는 프로그램

을 받는 회원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자신을 부러운 시선으로 보는 회원들

과 회복에 이르렀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바리스타 활동을

하며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든다.

음...이상하게 이런 힘든 상황이오면 그 순간에는 정말 너무 힘들

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뭔가 조금 얻어지는 것은 있는데. 점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고통의 강도가 점점점점~세지고 있다는 느낌밖

에 안 들고 약해진다는 느낌이 없어요.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조금 바리스타 하고나서 삶의 질은 높아진 것 같아요. (힘들어

도...) 왜냐하면 일단은 예전에는 바리스타 하기 전에는 가족들의 건

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가족 건강보다는 직장이

노동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보니까...선생님한테 저희 주치

의 선생님한테도 이거 너무 힘들다고.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다니까. 아니 회복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바리

스타로 일하기 전에는 병적인 고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가 이제

는 일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들은 고통을 극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들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고통을 극복하고 일어선다 해도 새로운 고통이 또 다시

오지만, <참여자 B>의 말을 빌리자면 그래도 “삶의 질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무의미하게 치료와 재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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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로서의 나’를 만들어가고 그러한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Young and Ensing(1999)의 회복 단계 중 마지막인

‘삶의 질 향상’과도 일맥상통하는 지점이었다. 또한 직업재활에 참여하며

질환에 따른 고통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회복과정은

Woodside 외(200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8주 이상

장기간 동안 직업을 유지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와 같이 질환으로부터 오는 성숙함, 편안함, 정체성 형성에 대

한 긍정적인 측면이 보고되었다.

2) 막연하지만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감

(1) 막연하기만한 미래

바리스타 활동을 하며 모든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회복과정

중 하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바리스타 활동을 하

면서 참여자들은 ‘과거,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자신에서 벗어나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다. 대체로 참여자들이 생각한 미래는 막연하고 두려움이

가득했다. <참여자 익명>7)의 경우 가까운 미래에서 나아가 노후대비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에게는 “지능장애”8)가 있다고 하며 나이가 들

면 경제적 수입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집안 문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네..근데 저도 더 큰 걱정이. 제가 걱정일 수밖에 없는게. 제가

여기 발병하기 전에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집이

부동산이 두 개가 있거든요. 아빠 이름으로 의정부에 집 한 채가 있

어요. 거기는 지금 월세로 세놓고 있고, 하나는 엄마 이름으로 된

집인데.. 엄마이름으로 된 집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빠 이

7) 참여자의 경제적 상황이 다소 상세히 서술된 부분에 있어서는 비밀 보장을 위해 해당
참여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표기하였다.

8) <참여자 익명>은 실제 지능장애를 진단 받은 것은 아닌데,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상생
활에 어려움이 생긴 것을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때때로 자신에게 ‘지능장애’가 있
다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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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으로 된 집 있잖아요. 지금은 엄마가 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아빠가 저 때문에 제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셨을 때

아빠가 ’언니하고 남동생은 내가 죽어도 걱정이 안되는데...내가 정

말 걱정스럽다‘고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내 집을 너한테 줘야겠다

고 하는거에요.‘ 문제는 언니가 ’너는 지금 지능장애도 있는 애인데

네가 그거 관리도 못할 텐데 엄마도 돌아가시게 되면 그 집 어떻게

할 거냐고. 제 남동생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작은 누나가 여기 있

는 엄마 돌아가시게 되면 이 집 살고 있는 등기세하고 의정부 있는

집 등기세 낼 자신 있냐고. (참여자 익명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 익명: “지금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정년이 보장 될 거에

요 아마. 나도 지금 그래서 정년까지 갈 수 있는 직장을 원하거든

요. 힘든일 말고. 그럴려면 저도 능력을 키워야하는데...” (참여관찰

내용 중)

<참여자 C> 또한 얼마 전부터 독립을 해서 홀로 살아갈 미래를 그려

보기 시작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독립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고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독립을 하려면 자격증도 따고 재활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취업도 해야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독립은 얼마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음.. 내년이면 제가 36이거든

요. 저도 이제 혼자 살아야할 독립심 자립심을 키워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음. 어떻게 하면 독립을 할 수 있

을지 걱정이고 혼자서 살아가야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의문이 드는거죠. (참여자 C 인터

뷰 내용 중)

일단 자격증만 자격증을 딸 생각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취업

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 E>는 구체적으로 미래를 생각해본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카

페의 일에 충실하고, 미래에 카페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내가 좋아하는



- 119 -

일”을 찾아서 해볼 생각이다. <참여자 C>는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의 선

생님”이 되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해보았다. <참여자 A>는 작년부

터 탈락된 복지카드를 발급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는데, 복지카드가 생

긴다면 어딘가에 취업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미래를 생각해 보고 있다.

아직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충실하고. 여기서 그만두는 일이

있으면은 나가서 찾아야죠. 찾지 않으면은. 찾지 않으면은. 그렇지

못한다면은 공부해야죠. 공부. (중략) 컴퓨터도 좋고, 어려운 공부말

고요. 뭐 그런거 배우러 다니고. 간단한거 뭐라도 그림이나 뭐. 내가

좋아하는 뭐 그런것들. (참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음..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해도 어느 정도는 해본 것 같아요.

네..앞으로 어...무슨일을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근데..근

데 카페 일 하는 것은 좋은데요. 원래 희망은 그게 아니..그거 하는

카페는 서비스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바뀔지 모르겠어요. 또.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중략) 유치원이나 어린이들 선생님 하하(웃음).

(참여자 D 인터뷰 내용 중)

연구자: 만약에 복지카드가 생긴다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어떠한 일이나 독립을 한다던가. 바리스타 자

격증을 따기 위한 활동을 한다던가.

A씨: 취업이요.

연구자: 오 취업이요. 어디에 취업하고 싶으세요?

A씨: 모르겠어요.

(참여자 A 인터뷰 내용 중)

비록 막연한 미래일 지라도, 참여자 전원이 자신의 향후 삶에 대해 생

각을 해보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만성 정신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현재에서 벗어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정신장애인들에게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본 연구

의 참여자들 또한 바리스타로서 훈련을 받기 이전에는 증상으로 인해 힘

든 상황에서 미래에 대해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 하지만 바리스타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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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며 증상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타인과 교류해 나가는 등의 변화를

토대로 당사자들은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해 조금씩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2) 내가 원하는 삶을 꾸려나감

막연한 미래를 생각하던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보았다. <참여자 B>는 바리스타 활동

을 하며 자신이 “말을 잘하고 사람만나는 직업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고, “관광, 서비스, 여행”의 직무에 관심이 생겨 관련 분야에서 일

을 해보고자 계획을 세웠다.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직접 유학원에

문의를 해보기도 했다.

내가 너무 많이 내 자신에 대해 세월을 너무 많이 낭비했다는

것.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았던건데. 이거하다보니까 내가 조금

빨리 눈치 채고 알았더라면 이것을 조금 빨리 했을 텐데...이제 와서

깨달으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고. 조금 안타깝고. …(중략)...저는

조금 조금 저 자신을 느낀게 이 바리스타라는 직업 자체가 조금 자

신감 보다는 저는 사람 만나면 말을 잘하고 사람만나는 직업이 맞

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말을 잘한

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언어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서 언어 쪽 공부를 언니한테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나쁘지는 않

은데 선생님이 지금 제가 변한게 뭐냐면 제가 지금 계속..관광 쪽이

라든지 사람 다루는 그런 생명같은건 제가 못하겠지만 관광이라던

지 서비스업, 여행이라든지 그런 곳에 제가 관심이 생겼어요. (참여

자 B 인터뷰 내용 중)

네. 여행 쪽 책을 보고..일본 쪽에 고고재팬인가 거기에 가서 인

터넷, 인터넷이 아니라 전화로 물어봤더니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야

기를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고요. 그런 사람들도 일본에서 가서 생활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취업을 할 수가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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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다른 카페 알바를 해볼까 생각중이에요. 여기서 훈련 받

는거하고, 진짜 나갔을 때하고 손님수도 차이가 나고 사람도 많으니

까. 우리는 당황하는거에요. (참여자 B 참여관찰 내용 중)

<참여자 C>는 카페를 차려서 자신이 좋아하는 글도 쓰고 커피와 빵을

판매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구체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그는 향후 2년 안에 제과제빵 관련 자격증 7개 정도를 취득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최근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는 중

이다.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거는. 음.. 관심사가 드라마나 영화 그런게

있거든요. 음악도 좋아하고. 그래서 음악 만드는거나. 시나리오 작가

그런거. 예전부터 드라마를 보면서 재미있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는데. 음.. 제목은 생각이 안나는데 드라마 보면서 그 매

력에 빠져들고 내가 만약에 글 쓰고 쓴 글이 드라마로 만약에 나온

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참여자 C)

아. 일단 생각은 매일하고 있는데 자꾸 배워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쇼콜라티에라고 초콜릿 그거하고, 케이크 자격증인가 케이

크 만드는 자격증하고 케이크 디자인인가 그런거. 그것도 있고 제과

제빵도 더 배우고 싶기도 하고, 배우면서 음... 한 2년 안에 자격증

을 한 7개인가 정도? 따보는게 따는게 계획이에요...(중략)...- 그 다

음에는~. 하나 선택을 해서 음...일단 제가 글쓰는 걸 좋아하니까. 돈

을 카페를 카페를 차려서 카페를 하면서 글도 쓰고, 디자인 쪽에도

관심이 조금 있어서 같이 일을 해보는게 계획이 있어요(미소 지음).

(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누구도 참여자들에게 ‘훈련을 그만두고 할 일을 찾아보도록 개입’한 적

이 없지만 참여자들은 스스로 ‘여기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은 당사자 스스로 미래에 대한 삶을 구체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 <참여자 A>는 소극적이고 증상의 정도도 심하여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 가장 큰 참여자였는데, 꾸준한 재심사 신청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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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을 받아 자료수집이 끝나갈 시점에는 실제 외부에 취업을 하였

다.

B씨: 언니 장애등급을 받았다면서요! 축하해요(포옹함).

A씨: 고마워요(얼굴이 빨개지며 함박 웃음을 지음).

B씨: 장애등급 받았으니까 (외부에) 취업을 해도 잘 될거에요.

축하해요 정말.

(참여관찰 내용 중)

참여자들이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경제활동’이었고,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었다. 자립을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경제적인 여건이므로 직업

을 유지하는 것을 필수로 생각하였고, 자신이 도전 할 수 있는 직업 중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서술을 통해 회복과 자

립에 있어 경제활동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으며, 참여

자들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시하는 점 또한 살필 수 있었다.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Provencher 외(2002), 이근희(2014)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또한 본 연구 참여자들이 ‘구체적인 미래’에 대해 생

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리스타라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험

을 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회복과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립’이 필수적으로 고려될 요소

이다. 자립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 활동’ 혹은 ‘생산적인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존 회복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직업적인 맥락을 고려

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당사자가 회복과정에서 미래를 생각하기에는 한

계가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직업재활프로그램과 이근희(2014),

Provencher 외(2002)연구에서의 동료지원 및 직업 활동은 이러한 당사자

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보수가 높지는 않

더라도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며 실제 바리스타 자격

증을 취득하거나 바리스타로 활동하던 동료가 실제 노동시장으로 나가는

것을 관찰해왔고, 이러한 모습들은 당사자들에게 자립, 나아가 미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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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3) 지역사회에 있는 ‘나’

(1) 주변을 둘러보고 돕게 됨

당사자들이 정신질환으로 자신도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타인’을 살피

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참여자들은 바리스타 활동을 통

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했다. 이러한 회복의 경험은 대체로 가까운 주변에 있는 당사자를 돌아보

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참여자 D>는 바리스타 활동을 하고나서부터 센

터에 신입 회원이 들어오면 잘 모르는 것을 먼저 알려주었다. 이전에는

남들에게 관심이 없는 편이었지만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면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여자 B>도 카페에 당사자

가 오면 안부를 물어보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센터의 프로그램들을 알려

주었다. 도움을 줬을 때 좋아하는 당사자를 보고 “이 사람도 굉장히 단절

된 느낌을 갖고 살아왔구나”라는 안쓰러운 마음을 느끼면서 누군가를 도

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때로 자신에게 도움을 받으러 카

페에 방문하는 회원들도 생겨났는데 그럴 때 <참여자 B>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회원들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줬다.

음..경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그냥 센터에서 온지 얼

마 안되신 회원 있잖아요. 있으면 몰르겠..별로 잘 모르잖아요. 센터

에서나 프로그램 이런거. 그러면 가끔가다 조금 알려주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D)

센터에 J오빠 같은 경우가 J오빠가 00(동료지원프로그램)을 하시

잖아요. 그분 동행하시는 분이 오는데 그분이 여기에서 회원은 아니

신데 그분도 정신장애인이시거든요. 그분이 조금 저희 센터에서 하

는 프로그램에 참여는 못하지만 외부활동이라던지 그런 곳에 조금

가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서. 선생님께 이야기를 조금 드렸더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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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나는 생각 없이 질문한거였거든요. ‘정신장애인 예술제가 있다.

거기서 밥도 준다.’ 그랬더니 굉장히 그 분이 좋아하시는거에요. 그

래서 ‘아 이 사람도 되게 집에만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

사회에서 많이 단절된 느낌을 받았구나.’ 그래서 권유를 해드렸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참

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조금..C씨도 그렇고 보면서 조금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을

줄였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회원 분들 중에도 조금 아픈 분들이 있

으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건강이라 던지 그런 부분들은 도와드리는

데. 여기 있는 분들은 조금 많이 조금 신경을 쓰게 되죠.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중략)… 저한테 도움을 받으러 오

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U씨(회원) 같은 경우도 저한테 카페에

와서 담배를 많이 피는데 폐가 조금 걱정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더 정확한 걸 원한다고...그래서 더

정확한걸 알고 싶으시면 큰 병원에 가야한다고. CT를 찍는게 나쁜

게 아니라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걸 이야기 해준거에요. 저도

텔레비전에서 의학 프로그램에서 알았어요. 이걸.....그걸 염두에 두

고 나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참여자 E, B>는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돌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 E>는 집근처에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 기관의 직원과 함

께 핸드드립 커피를 제공하였다.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지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센터 선생님과 함께 매주 00리까지 가서 커피를 만들고 노숙인들

과 이야기도 나눴다. <참여자 B>는 자신도 힘든 상황이지만 “나 한사람

만 보는게 아니니까요”라며 오히려 담당 직원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그거는 이제 국장님하고 같이 노숙자를 위해서 핸드드립. 그것을

하러 00리 거기까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핸드드립해서 같

이 마시고 상의하고 논의한 적도 있고.. (참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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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선생님이 저한테 저희들한테 이번년도 부터는 외부손님들

을 아무도 안받고 카페에 관련된 일은 다 전부다 줄이겠다고. 그리

고 외부손님이 오던 안오던 되던지 말던지 죽던지 말던지 우리들보

고 다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작년에 너무 힘드셨

던 것 같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선생님을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선생님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제 고

충을 털어놓기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저 때문에..이 사람(선

생님)은 나 한 사람만 보는게 아니니까. 더 죽겠죠. (참여자 B 인터

뷰 내용 중)

이렇게 당사자들이 타인을 먼저 살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물어보자,

<참여자 C>는 바리스타로 활동하면서 생긴 “책임감, 사명감”이 그 이유

가 될 것 같다고 서술하였다. 참여자들은 도움을 받고 프로그램을 받는

‘환자’, ‘회원’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리스타’,

‘지역사회 주민’이 되었다. 이는 직업이 단순히 자원을 획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을 결정해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Aviram(1990)

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술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고. 책임감, 사명감. 바리스타로서 그런

것들...(참여자 C 인터뷰 내용 중)

(2)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

바리스타 활동을 하며 참여자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는 느

낌’을 갖게 되었다. 과거에는 홀로 고립된 생활을 하였고 외부 활동을 하

더라도 명목상의 관계만을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공존”하고 있음을 느끼

고 있다. <참여자 E>는 바리스타 활동을 하며 “소통”하고 “융화”되는 법

을 배웠다고 서술하며,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사

는 현재의 자신의 삶은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참여자 B>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공존하고 있음을 느끼

고 있다. 그는 특히 외부손님을 만나며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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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이 회원들을 보면 ‘정신장애인’으로 대하지만 똑같이 정신장애가 있

는 자신에게는 ‘바리스타의 이미지’가 강하여 정상인으로 대하는 것 같고

‘바리스타’로서 생각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너무 하늘 높이 치솟았

죠. 이제 깨달아서 이제 실천하고 있어요. 이제야 서로 소통하고 융

화되는 것을 배웠어요. 너무 지나치게 다가가서도 안되고 너무 멀리

해서도 안되고 자연스럽게. (참여자 E 참여관찰 내용 중)

그리고 이거 뭐 어떻게 하지 해도 뭐 그냥 주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 공존하는데, 꼭 뭐 그런거 따져. 좋고 나쁜게 따로

어디있습니까. 내가 편안하게 좋으면 되지. (참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면 외부

손님이 오셨을 때 이분들은 우리가 이런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정상인으로 대하니까 뭔가 조금 다르구나..회원들도 조금 다르게 보

고. 회원들도 저를 보면 회원으로 보는게 아니라 이미지 자체가 바

리스타니까.. 그런 이미지가 조금 많이 강해요. 왜냐면 여기에 입사

해서 2014년도부터 3년 동안 있었으니까. 저를 보면 바리스타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시니까… (참여자 B 인터뷰 내용 중)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 이전, <참여자 D>는 센터와 집이 유일한

생활 반경이었고, 그에 따라 누군가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느낌은 많이

받지 못했다. 아직 외부 손님과 많이 관계한 경험이 없고 바리스타 활동

을 익히는 과정에 있어 법인 사무실 직원들과 “친하다”는 느낌은 없지만,

이제는 “같이 있는 느낌”이 들고 함께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매니저님과 지내는 것도 그렇고요. 어...법인 사무실에 0과

장님이나 다른 선생님들 몇 분 나오시는 분들 친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하다가 알게 되니까. 잘 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있는 느낌…(참여자 D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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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 훈련을 매개체로 지역사회의 주민(손님)들, 그리고 기관의 직

원들과 함께 지내며 참여자들은 ‘정신장애인’이 아닌 ‘바리스타’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의미 있게

다가오기도 했고, 앞으로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러한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은 Provencher 외(2002)와 Woodside외(2006)의 연

구에서 장기간 직업 활동을 한 당사자들이 느꼈던 ‘타인과의 연결

(connections to others)’이라는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3) 새로운 관계를 맺음

바리스타 활동을 하는 동안, 참여자들에게 내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바리스타로서 지역사회주민과 소통을 하는 경험을 하였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 삶의 공간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

이었다. 하지만 참여관찰의 끝 무렵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참

여자가 생겨났다. 바리스타로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한 <참여자 E>가 그러

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며 교회의 모임에 초대를 받

았다. 그리고 ‘장애인’인 자신이 ‘비장애인’의 모임에 간다는 것 자체에 두

려움이 든다는 심정을 털어놓았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내

어 교회모임에 지속적으로 나갔고, 교회에서 만난 친구 가까워지게 되었

다. 주말에 나들이를 가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며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 E>는 바리스타로서 지역사회주민과 소통

하는 것을 넘어서서 ‘참여자 E’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 E : “얼마 전에는 교회 다니는 곳에서 모임에 초대를 받

았어요. 저같이 아픈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비장애인이죠. 걱정

이 되기도 두렵기도 한데..자연스럽게 하려고요 너무 다가가지도 너

무 밀리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참여관찰 내용 중)

E씨: 오랜만에 외부에 다녀왔어요. 명동성당에 다녀왔는데. 이

묵주 팔찌하고 반지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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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너무 예쁘네요.

E씨: 네. 친구랑 성당도 보고 밥도 먹고 그랬어요. 너무 성스러

워서..저는 기독교 신자고 하니까 또 갑자기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실례인 것 같아서 밖에서만 보고. 이 반지도 샀어요.

예전에는 아끼고 남만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한테도 주

고 그래요. 이렇게 가끔 나한테도 선물을 줘야죠. 1000원짜

리 싼거만 먹었었는데 때로는 3000원, 4000원짜리도 사먹고

요. 맛있는걸 먹는 즐거움도 큰 즐거움이잖아요, 그쵸?(입가

에 미소 지음). 나한테도 주고, 상대방한테 줄때도 상대가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 만큼 줘야줘. 조금 있는거 나눠 먹어

야지 크게 크게 많이 주면 안주느니만 못해요.

(참여관찰 내용 중)

비장애인들에게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슈퍼를 편하게 갈 수 있게

된 것 또한 <참여자 E>의 큰 변화다. 바리스타 활동을 하며 여러 사람들

을 대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하다 보니 요즘은 일상생활에서 자

신의 권리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

내 일을 처리 할 줄도 알고 슈퍼에 가서도 만원짜리 좀 천원짜

리로 바꿔달라고 말할 줄도 알고..옛날에는 못했거든요. 말을 꾸물거

리고 말고 똑! 옛날에는 우물쭈물하고 미안해서..부탁하는게 그래도

미안해서...그래서 말끝을 흐리게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끝까지 그렇게 해주세요. 안해주면은 따져요. 그래서 하하

(웃음) 그런 모습이 좋아졌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확실하게 이

야기하고 진지하게....(참여자 E 인터뷰 내용 중)

회복과 관련된 모델과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사회적 지

지 체계’이다. 이러한 지지체계는 동료, 가족, 전문가와의 관계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지지체계는 ‘이웃’이다.

<참여자 E>에게는 이러한 이웃 지지체계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이 생겼고, 실제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

움을 극복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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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회복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 당사자들은 희망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던

고립된 삶에서 막연하게 바리스타가 되고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립

속에서 찾은 의미 있는 활동). 기대되는 마음으로 시작한 바리스타 활동

은 당사자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기도 했다. 업무에 대한 어

려움 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지내

던 당사자들에게 어려운 일이었다(의미 있는 활동을 통한 한계경험). 하지

만 참여자들은 좋은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 꾸준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

고 연습하고 혼자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

다. 불편했던 동료와 함께 잘 지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적응을 위한

노력). 이러한 노력 끝에 어느 순간부터는 참여자들의 일상생활과 내외적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일에 익숙해지며 보람과 자신감이 생

기기도 하고 주변의 동료, 가족, 손님들과의 관계도 나아져갔다(삶의 변화

와 관계회복). 변화가 지속되며 참여자들은 정신장애인으로서의 자신을

세우고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있는 자신

을 느끼며 ‘환자’, ‘회원’이 아닌 ‘바리스타’라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간다(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음).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실증적인 경험을 토대로 회복과정이 연속적

이며 ‘반복, 순환’적인 특성을 가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섯 시기의 회복

과정이 반복, 순환되는 특성은, 회복 패러다임에 입각한 많은 경험적 연구

들에서 강조한 ‘회복 과정’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다(Deegan, 1988;

Ralph and Recovery Advisory Group, 1999; Young and Ensing, 1999;

Bullock, 2005; Noiseux and Richard, 2007; 이규명, 2010; 이근희, 2014).

때로는 성장(growth)하고, 때로는 역행(setbacks)하며 바리스타로서 스스

로가 만족하는 삶을 꾸려나갔다(Anthony, 1993). 이렇게 나타난 회복과정

의 다섯 가지 범주를 다음 <표 6>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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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정의

범주

회복과정의

하위범주 및 개념

1. 고립 속에서

찾은

의미 있는 활동

1) 희망이 없고 부족했던 삶

- 나아지는게 없었던 치료와 재활 과정

- 때때로 증상이 생기면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게 했음

- 자신감 없음

- 관계의 어려움과 불안함
2) 막연하게 바리스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남

- 카페, 바리스타에 대한 끌림

- 선생님의 권유

2.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한

한계경험

1) 바리스타 업무의 복잡함과 스트레스

- 바리스타 일 자체가 힘이 듦

- 증상으로 일에 집중하지 못함

- 손님을 만나면 밀려오는 불안감

- 비장애인의 삶과 비교하게 됨
2)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의 어려움

- 동료와 소통하는 것이 어려움

- 일을 하지 않는 동료가 답답함

3. 적응을 위한

노력

1)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연습함

- 스스로 감당해보려 노력함

- 커피 내리는 연습을 하고 부지런히 일함

- 직원과 손님을 보고 자연스러움을 배움
2)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음

- 동료, 담당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음

- 가족이 도와줌
3) 동료와 함께하기 위한 노력

- 동료와 잘 지내려고 노력함

- 동료를 그 자체로 받아들임

4. 삶의 변화와

관계회복

1) 일상생활과 내외적 모습에 변화가 일어남

- 부지런한 생활을 하게 됨

- 증상을 잘 다룰 수 있게 됨

- 손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청결을 유지하고 외모를 가꿈
2) 일에 대한 보람과 자신감

- 일에 익숙해지며 보람을 느낌

- 자신감이 생김

<표 6>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회복과정의 범주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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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관계의 회복

- 동료와 함께 일하면서 힘을 얻고 가까워짐

- 가족들이 좋아하고 응원해주기 시작함

- 손님과 이야기하는게 좋아짐

5.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음

1) 나를 세움

- 정신장애인으로서의 ‘나’를 만들어감

- 고통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것이 값진 것
2) 막연하지만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감

- 막연하기만한 미래

- 내가 원하는 삶을 꾸려나감
3) 지역사회에 있는 ‘나’

- 주변을 둘러보고 돕게 됨

-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

- 새로운 관계를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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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회복과정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경험

하는 회복과정을 고찰하였다. 상응성의 논리를 활용하여 회복과정의 개념

및 하위범주, 범주를 구성하였다. 또한 지속적 비교방법에 근거하여 범주

들을 연결 짓는 분석 방법을 통해 최종적인 회복과정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당사자들의 회복과정은 ‘고립

속에서 찾은 의미 있는 활동’,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한 한계경험’, ‘적응을

위한 노력’, ‘삶의 변화와 관계회복’,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음’의

순환적인 과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정신장애인 ‘회복’에 대한 연구는 정신의학, 정신사회재활이라

는 접근 하에, ‘완치’, ‘약물치료’, ‘일상생활기능 향상을 위한 사회재활프로

그램 참여’의 전문가 중심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후 등장한 회

복 패러다임에서의 회복은 당사자가 증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만

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회복 패

러다임에 입각한 회복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늦은 시기인 2010년 이후에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회

복해나가기 위해 ‘직업재활과 회복’이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관련한 연구와 실천이 부족하였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바리

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경험하는 회복이 어

떠한 것인지에 대해 살피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 논의에서는 연구결과의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바리스

타 훈련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회복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

1절에서 묘사된 참여자들의 서술 중 회복에 있어 바리스타 훈련이라는 환

경적 맥락이 가진 차별적 요인, 맥락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논의에서 살피

고자 하는 지점들은 ‘의미 있는 활동으로서의 바리스타 활동’, ‘사회적 접

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관계 중심의 업무’, ‘지지적인 업무 환경’, ‘바리

스타로서 정체성 형성’에 대한 부분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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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있는 활동으로서의 바리스타

탈시설화가 오랫동안 진행되어오며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있어 ‘의미

있는 활동’, ‘회복을 위한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Sullivan,

1994; Young and Ensing, 1999; Carpenter, 2002),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들의 회복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있어서 의미 있는 활

동은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해왔다. 지금까지의 회복과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에서는 당사자들이 대체로 ‘증상 극복’과 같은 ‘정신질환의 완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Deegan, 1988; Ralph and Recovery Advisory

Group, 1999; Noiseux and Richard, 2007). 특히 국내의 맥락에서는 아직

까지 회복 패러다임에서 말하는 회복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

문에 정신장애인 회복의 시발점에 있어 ‘의미 있는 활동’의 중요성이 논의

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당사자들이 각자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접하는 것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매개체

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의미 있는 활동이 ‘직업’과 관

련되어 있는 경우 동반되는 한계의 의미가 다르고, 변화가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한계와 변화는 ‘증상’, ‘자신감, 성취감’, ‘미래에 대

한 생각’의 측면에서 살필 수 있었다. 예컨대 <참여자 E, B>의 경우 증

상으로 인해 바리스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바리스타 활동

에 참여하기 이전에 ‘증상’은 단지 ‘고통’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의미

있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극복해야할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연습을 하

고 부지런히 일’하며 양성·음성 증상을 스스로 다루는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감, 성취감의 측면에 있어서 또

한 의미 있는 활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예컨대 <참여자 D>의 경

우 바리스타 활동을 하기 이전에는 “자신감이 없고 달라질 수 없을 것 같

은”생각이 들었지만, 바리스타 활동에 참여하면서부터는 “자신감이 생기

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거, 현재에 머물러 있던 것에

서 나아가 ‘막연한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된 것 또한 의미 있는 활

동과 관련이 있다. 특히 이러한 의미 있는 활동이 ‘보수’를 받고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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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 직업재활’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립에 대

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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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관계 중심의 업무

회복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관계’는 지지체계로서 항상 강조되어 오

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회복’에 대한 당사자들의 서술은 주요하게 살펴

야 한다(Mancini, 2008). 대다수가 그렇듯 본 연구 참여자들이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기 이전에 겪었던 ‘관계의 어려움’ 또한 상당했다. <참여자

C>는 거의 사회적 관계를 자의적으로 단절 한 채 지냈고, <참여자 B>는

관계를 맺으려 시도하지만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바리스타

활동에 참여하면서부터는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계 유지 방

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은 본 연구에서 가장 크게 발견할 수 있

는 유의미한 부분이었다. 특히 기존 회복 관련 국내선행연구들과 유사하

게 당사자가 동료와의 관계 회복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이규명, 2000; 이

근희, 2014), 가족, 사회의 측면에서의 관계 회복 또한 살필 수 있었다. 그

리고 이러한 회복이 나타난 데에는 다양한 손님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바리스타 훈련의 환경적 맥락과 적은 보수이더라도 직업 활동을 하고 있

다는 명분이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은 크게 동료, 가족, 손님

(지역사회주민)의 유형으로 살필 수 있다.

우선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 회복은 특히 ‘바리스타’를 활용한 직

업재활 훈련에서 살필 수 있는 독특한 결과였다. 지적장애인을 참여자로

한 바리스타 훈련 참여경험에서 또한 ‘동료와의 관계향상’이 보고된 바 있

는데(채여진, 2014),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리스타 훈련의 경우 동료

간에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료 간에 ‘소통의 어

려움’, ‘답답한 감정’이 일어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받아들임’

과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다. 가령 <참여자 익명>의 경우 증상적

인 이유로 원만한 협업이 어려워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함께 일하

는 다른 참여자가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 D>의 경우 업무적인 실수를 하더라

도 함께 근무하는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과”하고 “자발

적으로 일”하고자 노력했다. 즉, 참여자들은 갈등을 겪는 과정 속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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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였다.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는 적은 보수이더라도 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명분 또한 큰 이유가 되었다. 기존에 가족 갈등이 있었던 <참여자

B>의 경우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된 갈등

요인이었다. 하지만 적은 보수이더라도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사

실이 <참여자 B>의 자립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가족 또한 이에 대해 이

전보다는 지지적인 태도를 보였다. <참여자 E>는 거의 모든 집안일을 도

맡아 하여 힘들 때가 많았는데,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가족이 집안

일을 도와주어 갈등이 줄어들었다.

손님(지역사회 주민)과의 빈번한 접촉은 관계의 어려움과 회복을 촉진

시켰다. 바리스타 활동에 참여하기 이전에 참여자들은 대체로 홀로 지내

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처음 활동을 시작하면서는 손님을 만났을 때

“불안감”을 크게 느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접촉을 하며 점차

불안감을 다룰 수 있게 되었고, 때로는 ‘직원’, ‘손님’을 모델링하기도 했

다. 이에 대해 <참여자 E>는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알려준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움을 배웠다”고 표현했다. <참여자 D>는 오히려 이제 “손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기대된다”고도 서술하였다.

나아가 프로그램에 참여 기간이 3년 이상 된 당사자의 경우 실제 자신

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살필 수 있었던 점 또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직업 활동을 오랫동안 수

행한 당사자들의 경우 ‘타인과의 연결’됨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있

었지만(Provencher et al., 2002; Woodside et al., 2006), 실제 연결됨을 느

끼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회복과정에 도달하기까지에

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 노출되었던 경

험, 내외적인 회복들이 밑바탕이 되어 새로운 관계 형성에 이르는 당사자

의 회복과정을 고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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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리스타’로서 정체성 형성

직업재활을 통해 노동자의 역할을 획득하고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의 정체성을 형성 수 있다는 이론은 확고함에도 불구하고(Pratt et al.,

1999; 손명자, 2006; 송혜자, 2008; 나운환 외, 2014), ‘직업재활과 회복’ 관

련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당사자들이 자신을 새롭게 형성하는 경험에 대해

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기존 직업재활과 회복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당

사자가 자신을 형성해나가는 경험에 대한 실증적인 보고가 없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이를 살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의

성격과 직업 유지 기간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른 이유를 살피면, 이전에는 보호 작업장

혹은 지원고용모델에 입각하여 ‘취업’을 목표로 하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이

대다수였고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결과에서 살폈던 <참여자 B>의

서술로도 증명된다. 하지만 혼합(hybrid)모델을 활용한 바리스타 훈련프로

그램의 경우 ‘취업, 혹은 취업유지’보다는 일차적으로 ‘좋은 바리스타’가

되는 것에 목적을 설정하게 된다. 좋은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질 높

은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비장애인인

손님들과 소통(혹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바리스타’로서의 정체성을 만

들어나갈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 D>가 ‘바리스타로서의 책임감’을 서술

한 바와 같이, 현존하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 중 바리스타가 가

진 상대적인 ‘전문적인 성격’도 당사자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직업 유지 기간의 측면에서 살피면, ‘자신의 받아들이고 재정

의’하는 과정의 회복의 상위 시기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대체로 국내의 정

신장애인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을 오랜 기간 유지하

기 힘든 경우가 대다수였고, 때문에 회복의 상위시기에 나타나는 결과들

을 살피기 어려웠다. 하지만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은 이전에 당사자들이

많이 종사하던 단순노무직에 비해서는 비교적 노동 강도가 덜하기 때문에

평균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훈련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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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상위시기에 나타나는 ‘나를 세움’이라는 정체성 형성 경험을 살필

수 있었다.

이는 바리스타 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 노출되었던 경

험, 내외적인 회복들이 밑바탕이 되어 나올 수 있는 결과이다. 회복을 위

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노력을 밑바탕으로 삶의 변화와 주변 관

계의 회복을 이뤄내는 과정들은 당사자들이 ‘정신장애인 바리스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회복의 과정을 지속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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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지적인 업무 환경

회복 패러다임에 입각한 회복에 있어서 전문가는 당사자의 회복을 위

해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촉발 요인이 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회복을 지원한다(Deegan, 1988; Carpenter, 2002).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는 바리스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있어 ‘회복 지향적인 환경’에서 중요시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이 ‘회복 지향적인 환경’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였던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회복 지향적인 맥락들이 발견되었다.

우선 직원들이 마련한 ‘회의’가 당사자들이 거리낌 없이 자신의 목소리

를 피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회의를 하며 안건을 취합하는 것은

직원의 몫이지만, 회의 안건을 이야기하고 불만사항을 표현하는 것은 당

사자들의 몫이다. 때때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 예를 들어

<참여자 A>의 경우 직원 혹은 다른 참여자들이 재차 질문을 던져 <참여

자 A>가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는 Farkas 외(2005)가 언급한 회복 환경의 4가지 요소 중 ‘당사자 참여’와

도 일맥상통하는 논리이다. 뿐만 아니라 Woodside 외(2006)가 ‘직업재활

의 장에서 가지는 긍정적인 느낌, 분위기’가 직업을 통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힌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또한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이야

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이 참여자들의 회복에 도움이 됨을 살필 수 있

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험은 내적인 역량이 강화된 상태에 이르

러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회복의 상위시기에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져 왔지만(Provencher et al., 2002), 지지적인 업무 환경 아래에서 참

여자들은 회복과정의 중기단계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내적

인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동료’, ‘가족’과의 지지적인 관계 속에서 회복동료로부터 회

복 해나가는 모습을 살필 수 있었다. 이들과의 관계는 전문가와의 관계보

다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Mancini,

2008), 특히 이러한 관계 속에 있어 ‘회복에 대한 믿음’은 정신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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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Ahern and Fisher, 2001). 즉, 자신이 회복 될

것이라 믿어주는 믿음과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당사자는

회복을 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했을 때 ‘바리스타 활동’을 적

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지하는 참여자 가족의 지지는 당사자들이 바리스타

활동을 통해 회복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료와 함께 일하면서 힘을 얻고 가까워지’는 과정을 통해 쌓인 ‘동료와

의 믿음’이 회복 과정을 지속하게 만들었다.

기존 정신의학, 정신사회재활 접근에서는 ‘환자’, ‘회원’의 ‘사회 기능’

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방법을 꾀했다. 이

를테면 병원이나 사회복귀시설에서 행해지는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의 경

우,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야 하고, ‘실수를 했을 때는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교육’하고 ‘역할극’을 통해 환자나 회

원들이 시연해볼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이라는

세팅 하에서 전문가는 ‘바리스타 훈련 장’을 제공할 뿐이지 그 이상의 역

할은 하지 않았다. 제공된 환경 속에서 당사자들은 타인과 회복 지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바리스타 활동을 지속해나

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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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요약 및 결론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회복 패러다임에서의 회복 관점을 통해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변화에 적응을 하게 됨과 동시에 증상의 진행에 관계없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중요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회

복의 개념이 처음부터 강조되어 왔던 것은 아니고 현재 또한 실천 현장에

는 널리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대 이후에 들어서야 회

복 패러다임에 입각한 회복과정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지만(이규명,

2010; 이근희, 2014), 중증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여전히 정신의

학적 접근, 정신사회재활의 전문가중심의 접근방법이 공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회복과정의 일면을 고려

했을 때 ‘직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은 회복

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부족하였다. 특히

최근 정신장애인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리스타 훈련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회복 경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국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영역에서 도외

시 되어 왔던 이용자 중심의 회복과정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바리스

타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의 회복과정을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회복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상기와 같은 연구목적 및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질적사례연구방법

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회복’은 당사자

들에게 개별화된 하나의 과정으로 밝혀진바 있다. 때문에 질적 연구를 활

용한다면 당사자들의 회복과정을 보다 면밀히 살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특히 질적사례연구방법은 실생활에서의 현상에 대해 다루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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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적인 연구이자 현상에 대해 다양한 변수를 다룬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현상과 ‘회복과정’에 따라 다양한 개념들을 고찰하는

데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로 면접을 중심으로 참여자들

의 회복 경험을 파악하였고, 참여관찰과 문서기록을 활용하여 회복과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연

구 목적을 위한 자료 수집을 풍부히 할 수 있는 기관 선택을 위해 의도적

표집방법을 통해 A기관을 연구 장소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의도적 표집

방법을 통해 선택한 A기관에서 3개월 이상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에 참

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5명을 연구 참여자로 하였다. 참여자의

연령은 30-50대가 대부분이었고, 겪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은 ‘분열형정동

장애’, ‘범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 ‘강박장애’였으며, 프로그램 참여기

간은 6개월, 1년 4개월, 1년 11개월, 2년, 3년으로 다양하였다.

연구 결과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회복과정과 관련하여

34개의 개념과 13개의 하위범주,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도출된

다섯 가지 범주를 연결 짓는 과정을 통해 회복과정의 다섯 시기와 순환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회복과정의 첫 번째는 ‘고립 속에서 찾은 의미 있는 활동’의 시기

로 ‘희망이 없고 부족한 했던 삶’을 느끼고 ‘막연하게 바리스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시기이다.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재활

과 치료를 꾸준히 하였지만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때때로 생기는 증상들 때문에 자신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게 만들며 위축

된 삶을 살았다. 위축된 채 생활을 하며 ‘나는 달라질 수 없는 부족한 사

람’이라는 생각에 자신감 없이 살았고, 증상적인 어려움과 자기 자신에 대

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킨 채 지내거

나, 타의적으로 사회로부터 고립을 당하는 경험을 하였다. 고립된 채 지내

던 당사자들에게 각기 다른 이유로 바리스타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당사자들에게 ‘바리스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다.

회복과정의 두 번째는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한 한계경험’의 시기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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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은 바리스타 업무를 시작하며 ‘복잡함과 스트레스’를 겪고 동료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바리스타 업무의 복잡함과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일’자체에 대한 스트레스,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

스, 매번 ‘낯선 손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비장애인과 비교’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좌절과 스트레스를 살필 수 있었다. 바리스타 활동의 특

성상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었는

데, 고립된 채 홀로 생활을 하던 참여자들에게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하고

함께 협력해야하는 것이 어려움이 되었고 소통이 잘 되지 않다보니 동료

집단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회복과정의 세 번째는 ‘적응을 위한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

고 연습’하고 스스로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으며’, ‘동료와 함께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시기이다. 참여자들

은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에 적응하기 위해 우선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와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펼

치게 된다.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연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는 스스로 일들을 감당해보려 노력하고 커피 내리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

며, 직원과 손님을 보고 자연스럽게 서비스하는 법을 체득한다. 개인적으

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 주변 담당 직원,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직원들이 마련

하는 ‘회의’와 가족들의 지지는 당사자들이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동료와의 갈등을 완화하고 좋은 파트

너가 되기 위해 ‘동료와 잘 지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노력을 해

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며 동료와

공존하기 위한 실천을 하게 된다.

회복과정의 네 번째는 ‘삶의 변화와 관계회복’으로 ‘일상생활과 내외적

모습에 변화가 일어남’, ‘일에 대한 보람과 자신감’, ‘기존 관계의 회복’이

라는 실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일상생활과 내외적 모습’에

있어서는 규칙적이고 부지런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자신만의 방법으

로 증상을 다룰 수 있게 되며 손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외면을 가꾸기 시

작하는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네 번째 시기에 이르게 되면서 일에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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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게 되며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다. 특히 이 시기에 참여자들은 ‘동료’,

‘가족’, ‘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서술하였는데, ‘동료’와는 함께

협업을 하며 가까워지게 되고,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참여자들은

‘바리스타 활동’을 매개체로 가족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지

지를 받으며, ‘손님’은 더 이상 낯설고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대상이 된다.

회복과정의 다섯 번째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음’으로 참여자

들이 ‘나를 세우’고 ‘막연하지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며 ‘지역사회에 있

는 나’를 느끼게 되는 시기이다. ‘나를 세움’에 있어 참여자들은 ‘정신장애

인으로서의 나’, 구체적으로는 ‘정신장애인 바리스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가게 된다. 2년 이상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

의 경우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통’의 경험 또한 값

진 것임 깨닫게 되었다는 보고하였다. 나를 세운 참여자들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참여자들에게 여전히 ‘미래는 막연한 것’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살고 싶은 삶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세워

실천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한다. 훈련을 받으며 참여자

들은 가까운 동료, 직원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에 이르기까지의 주변을 둘

러보고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며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 속에 ‘지역

사회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가장 참여 기간이 오래된 참여자의 경

우 ‘새로운 관계’를 자발적으로 맺으며 강한 외적 지지체계를 형성해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복과정이 연속적이며 ‘반복, 순환’적인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때로는 성장(growth)하고, 때로는

역행(setbacks)하며 바리스타로서 스스로가 만족하는 삶을 꾸려나갔다

(Anthony, 1993). 마지막으로 바리스타 훈련이라는 환경적 맥락이 가진

차별적 요인, 맥락들을 고찰하고자 한 결과, 당사자들의 회복을 촉진하는

맥락들은, ‘의미 있는 활동으로서의 바리스타 활동(일)’, ‘사회적 접촉이 빈

번하게 이루어지는 관계 중심의 업무’, ‘바리스타로서 정체성 형성’, ‘지지

적인 업무 환경’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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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 패러다임에 입각한 회복의 관점에서 정신장애인의 회복 과

정을 질적으로 살핀 점이다.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대한 논의는 정신의학,

정신사회재활, 회복 패러다임에서의 회복의 개념으로 발전해왔다. 즉, 정

신의학에서의 증상 회복, 정신사회재활에서의 사회적 기능 회복으로부터

나아가, 회복 패러다임에서는 당사자들의 ‘삶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국외

에서는 Anthony(1993)에 의해 회복 패러다임에 근거한 ‘회복 과정’이 논

의 되어 왔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당사자 삶의 회복’에 초점을 둔 연

구가 부족하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회복 패러다임과 ‘회복’관점에 입각

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회복과정을 질적사

례연구방법을 통해 살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장애인

의 ‘삶’을 중심으로 회복 과정을 이해하고, 국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

신장애인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회복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자료로서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회복 경험을 경험적으로 살핌으로써 회복 패러다임에 입각한 당사자들의

회복 과정을 체계적으로 탐색하였다. 직업이 개인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

고 회복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Pratt et al., 1999;

손명자, 2006). 당사자들의 회복에 있어 ‘직업’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사항이다. 하지만 그간 정신장애인의 회복 과정 연구에서는 직업재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또한 보호 작업장, 지원고용모델 등의 직업재활

모델이 성행됨에 따라 직업재활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논의가

주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회복 과정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직업’이라는

의미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고립 속에서 찾은 의미 있는 활동’, ‘의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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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을 통한 한계 경험’, ‘적응을 위한 노력’, ‘삶의 변화와 관계 회복’,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음’이라는 회복 과정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당사자들이 경험하

는 회복 과정을 경험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회복 과정을 촉진하는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의

맥락들을 발견하였다.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은 기존 정신장애인 직업재

활프로그램에서 주로 다루어져오던 단순노무직과는 달리 ‘바리스타’에게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전문성’, 당사자들이 사회에서 꾸준히 관계를 형

성해나가는 ‘관계 중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최

근 정신장애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바리스타 훈련이 활성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었다. 이러

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바리스타 훈련의 특성들이 정신장

애인의 회복 과정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의미

있는 활동으로서의 바리스타’, ‘사회적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관계

중심의 업무’, ‘지지적인 업무 환경’, ‘바리스타로서 정체성 형성’이라는 세

부 맥락과 회복 과정들을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드러냈다. 이러

한 연구 결과를 통해, 실제 단순 노무직에서 좀 더 나아간 ‘바리스타의 전

문성’과 ‘관계 중심적’인 특성 들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긍정적인 촉매제

가 됨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바리스타 훈련 특성에 더불어

지지적인 업무 환경이 조성 될 때에 회복 과정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적으로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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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에 참여

하며 회복하는 과정, 회복과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촉진하였던 외적지지

체계와 직업적인 환경들을 고찰하였다. 바리스타 훈련생으로서 당사자들

은 ‘고립 속에서 찾은 의미 있는 활동’,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한 한계경험’,

‘적응을 위한 노력’, ‘변화와 관계회복’,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음’의

순환적인 회복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각 회복과정의 시

기에 따라 회복 패러다임의 회복 관점에 기반한 실천적 개입을 이행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립 속에서 찾은 의미 있는 활동’의 시기에 본 연구 참여자들

은 ‘지역사회’에서 고립을 경험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가며 회복과정을 시작했다. 따라서 중증정신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장기입원을 최소화하고, ‘치료’ 이외의 다른 ‘직업, 일’에 대한 정보가 충분

히 제공되어야 한다. 회복 패러다임에서의 회복에 기반 하면, 중증정신장

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약물치료를 통한 증상 제거보다는 증상을 잘 관리하

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해나가는 것이 회복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회복의 관점에서는 당사자의 의지에 관계없이 병원에 강제 입원을

하거나 폐쇄적인 주거시설에서 고립되어 생활을 하는 것이 회복과정을 더

디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USDHHS, 1999; Torrey et al., 2005). 따라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당사자의 가족들은 불필요한 장기입원 기간을 최소

화하고 적절한 ‘사회적 역할,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 지역사회에서 적응

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도를 해야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

는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기술을 가르치고, 후원금

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의 인간’의 관점에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의 회복을 지

원해야한다(Carpenter, 2002).

이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과 같은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정신장애인들을 ‘센터의 회원’으로서 등록하고 사

례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수의 당사자들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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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세미나, 취업박람회’ 형태의 환경적 자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또한

중증정신장애인들이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 이를 최소화하고 취업

과 관련된 구직 정보를 습득하여 ‘의미 있는 삶의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서 회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증정신장

애인들을 ‘장애가 있는 환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이용자’로서 바라보는 각 정신보건세팅에 있는 전문가들의

관점 합의 또한 선행되어야겠다(Harding, Strauss, Hafez and Lieberman,

1987).

둘째,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한 한계경험, ‘적응을 위한 노력’의 시기에

바리스타 훈련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크게 ‘업무수행’, ‘증상’, ‘동료’, ‘비장

애인과의 비교’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한다. 때문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

어나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이러한 어려움의 전반을 지원하는데 있어 전문가는 ‘증상을 경감’하고 ‘사

회기술을 증진’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의미 있는 활

동이 될 수 있는 ‘좋은 바리스타’가 되기 위함의 관점에서 직업재활프로그

램을 지원해야한다.

구체적으로 각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

다. 우선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참여 초반에 있는 당

사자들에게 ‘음료 제조 순서 습득’, ‘낯선 사람을 지속적으로 대해야하는

것’에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가 인지하고 있

어야한다. 최대한 당자사가 이러한 어려움을 스스로 다뤄볼 수 있도록 지

원하되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적인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언

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Krupa,

2004; Woodside et al., 2006).

‘증상’에 따른 어려움은 1차적인 증상과, 증상에 따른 2차적 장애가 동

반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바리스타 훈련의 특성상 언어적, 비언어적 의

사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지만, 정신질환을 오랫동안 겪은 참여

자들의 경우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정신과

적인 증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일하는 동료지지가 효과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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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져 있는데(이근희, 2014), 이를 활용한다면 ‘카페 훈련생 회의’와

같은 동료지지의 장을 마련하여 각자가 가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직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전문가가 손님과 소통하는 과정을 보

여줌으로써 모델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관계에 대한 회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Deegan, 1988; Carpenter, 2002).

동료와의 소통 부재 문제 또한 당사자들 간의 관계증진을 위해 전문가

가 지원해야할 부분 중 하나이다. 동료와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인 노력은 당사자 자신이 해야겠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 참여자들

스스로 해결하기에 난관이 되었던 지점은 ‘동료의 질환에 대한 이해 부족’

이었다. 따라서 전문가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자신의 질환이나 어려움

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바리스타 보수교육’과 같은

직원 교육을 매개체로 하여 동료의 질환에 대한 상호이해를 돋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비장애인과의 비교’에 따른 어려움은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을 하며 한번쯤은 겪게 될 부정적인 경험이

나, 이를 잘 활용하면 정신장애인 당사자로서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형성

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긍정적 지지와 회복 믿음이 무조건적으로 선행되어야한다(Ahern and

Fisher, 2001). 당사자의 회복 능력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즉각적인 성

취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부여하며 장애를 자신이 가진 긍정적 특성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셋째, 본 연구 참여자들의 서술에 따르면 변화와 관계회복의 시기에

나타난 실질적 변화들이 유지되는데 있어서는 ‘가족’, ‘동료’, ‘직원’들의 언

어적, 비언어적 지지가 큰 역할을 하였다. 이중 전문가와의 관계보다는 특

히 가족, 동료와의 관계가 회복과정을 긍정적으로 이끌 가능성을 높인다

(Ralph and Recovery Advisory Group, 1999; Carpenter, 2002). 이에 따

라 ‘적응을 위한 노력’, ‘삶의 변화와 관계회복’의 시기에는 긍정적으로 나

타나는 회복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변 이들의 적극적인 지지, 특히 가족

들의 이해 및 실천이 동반되어야한다. 구체적으로 직업재활을 하는 카페

내에서는 ‘동료’들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변화된 모습을 지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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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Woodside et al., 2006). 또한 가족들에는

분기별로 가족자조모임의 장을 제공하여 당사자들의 변화를 알린다면 변

화가 유지 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때 ‘이용

자 중심’의 회복 관점교육과 당사자들의 회복과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수

기도 가족들에게 제공된다면 회복 증진을 지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넷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음’의 시기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꾸려나감’을 통해 당사자들이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

발적으로 자원을 모색하는 회복과정을 살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이 나

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천가는 당사자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래’에 대해

생각했을 때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경제 활

동, 노후’에 대한 고민이다. 전문가는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 당사자

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환경적 자

원에 대한 현실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같은 시기에 가장 프로그램에 오래 참여한 당사자의 경우

‘새로운 관계를 맺는’ 회복과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회복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주민과 교류를 늘릴 수 있는 장을 확보함으로

써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한다. 카페 내에서 바

리스타 활동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외부 행사를 매개로 하여 지역사회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의

참여 기간이 길수록 실제 이웃주민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을 하

는 당사자들도 존재했지만, 1-2년의 참여기간으로는 손님이 아닌 지역사

회주민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 포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을 위해 수원의 정신장애인 사회

적 협동조합인 S카페가 시행하는 바와 같이 이동식 카페를 만들어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주민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형성 경험은 ‘정신장애인으로서의

나’, ‘바리스타로서의 나’라는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며 사회적인 관계망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Aviram, 1990).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 전반을 살피면 회복과정의 ‘반복, 순환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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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인해 참여 기간에 따라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다름을 파악할

수 있다. 가령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한 한계경험’의 시기에 회복과정의 초

중반에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출퇴근 시간’, ‘음료를 제조하는 일’이 스트

레스인 반면, 회복과정의 후반에 있는 당사자의 경우 ‘동료와의 소통’에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공통적인 회복과정을 제시하였

지만 참여자에 따라 회복과정은 개별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띄기 때문에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각자의 회복과정에 따라 유연한 개입이 이루어져야한다(Harding et

al., 1987). 시기에 따라 나타나는 회복의 과정, 어려움에 민감하게 반응하

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바리스타 훈련을 통한 회복과정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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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1.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리스타 훈련 참여자의 회복과정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자료 수집의 가능성이 높은 기관만을 연구 장소로 고

려한 한계점이 있다. 연구의 현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A기관에서 운영하

는 2개의 카페만을 연구 장소로 하여, 다양한 기관의 바리스타 훈련프로

그램 참여자를 연구 참여자로 고려하지 못했다.

둘째, 바리스타 훈련 과정에 있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회고하는 방식으

로 회복과정에 대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여 이전의 회복과정

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피지 못하였다.

셋째, 바리스타 훈련 이외의 다른 사회적 맥락들이 회복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바리스타 훈련프로그

램 참여를 통해 당사자들이 겪는 회복과정을 살피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

기 때문에, 회복과정에 있어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원, 사회복귀

시설, 가족, 교회, 자조모임 등의 다양한 사회적 체계들의 영향을 깊이 고

려하지 못한 점도 한계가 될 수 있겠다.

2.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이용자 중심의 회복과정에 입각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회복 패러다임에 기반한 회복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오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정신의학적 관점의 ‘완치’로 회복의 개념

을 정의하고 연구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국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당사

자가 원만한 회복과정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경험적인 연구들을 활발히

함으로써 회복 패러다임에 입각한 회복과정의 논의가 확산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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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과 회복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지속적으

로 해나감으로써 직업재활에 참여하며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회복과정에

대한 이론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회복과정

을 경험하는데 있어 직업재활의 가지는 영향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내의 맥락에서는 당사자가 직업재활을 통해 경험하는 회복과정이

명확히 드러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직업재활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회복과정을 경험적으로 연구해나가는 과정

을 통해 직업재활과 회복에 대한 이론화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특히

회복과정이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 후속연구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정신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직군을 포괄하여 회복과정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바리스타 훈련의 특성이

회복과정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살폈지만, 바리스타 훈련

이외의 다른 직업재활프로그램 또한 정신장애인의 회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직군을 포괄하는 회복과정 연구를 통해 회복 증진에 도

움이 되는 직군의 특성과 환경을 비교분석하는 연구 또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한 사회복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바

리스타 훈련 카페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나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회복과정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기관

을 포함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같은 바리스타 훈련프로그

램일지라도 훈련 기간, 운영방식, 기관의 철학, 직원의 역량에 따라 참여

자의 회복과정이 상이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기관을 연구

장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바리스타 훈련프로그램 참여 기간에 따라 상이

한 회복과정을 살필 수 있었다. 연구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과거

경험을 회고적으로 살핌으로써 회복과정을 고찰하였지만, 바리스타 훈련

참여 이전부터 훈련 종결까지의 과정을 종단적으로 살피는 연구를 통해

당사자들의 참여경험을 보다 면밀히 살피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연구가 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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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f the Participation

in a Psychiatric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the Recovery of the

Participants

-Focusing on the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

Barista Training Program-

Park, Jongeu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sidering the aspect of the recovery process that takes place as

a member of a community, experienc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through an ‘occupation’ is a very important element of recovering from

psychiatric disabilities,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is area. The

barista training program, which has a high public visibility as part of

psychiatric vocational rehabilitation, has especially been well known for

helping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recovery in a community;

however, there is no research on how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went through the recovery process. Much less is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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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whether looking for the recovery process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who participate in barista training program.

Consequently, this study aimed to answer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What is the recovery process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who participate in the barista training program?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the current study used the

method of qualitative case study. ‘Recovery’, which is the main focus

of the study, has been found to be an individualized process people.

Consequently, utilizing a qualitative approach would be useful in

understanding the recovery process of each individual. In addition, the

qualitative method is useful in understanding the phenomenon of

recovery and the process of recovery as it deals with real-life

phenomena and it provides informative insights on various variables

related to these real-life phenomena. The major source of data to

examine the participants' recovery experience was from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and document record were used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the recovery process.

Before selecting the research participants, this study selected center

A as the research site using the purposive sampling method to select

the center that was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included five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nd those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barista training

program at center A. Their ages were mostly in their thirties to

fifties; they underwent mental illness such as ‘schizoaffective disorder’,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and the duration of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ranged widely (i.e., 6 months, 1 years 4 months, 1 year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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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s, 2 years, and 3 years). Stake's (1995) analysis framework was

utilized as the major data analysis method, and as a subsidiary

method, Glaser's (1992) process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factors of the proces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 34 factors, 13 lower factors, and 5

upper factors related to the recovery process through the barista

training program were found. The first of recovery process was the

time of ‘finding meaningful activity while being isolated’, in which

participants felt ‘no hope insufficiency of life’ and ‘vaguely wanted to

be a barista’. The second recovery process was the time of

‘experiencing the limits through meaningful activity’, in which

participants experienced ‘complexity and stress’ and went through a

‘difficult time while working with peers’. The third recovery process

was the time of making an ‘effort to adapt’. During this time,

participants ‘looked back at themselves and trained themselves’, ‘asked

around for help and accepted others' help’ when they faced challenges,

and ‘made an effort to work together with peers’. The fourth process

was the time of ‘changing their lives and recovering relationships’.

During this fourth process, participants showed ‘changes in their daily

lives and in their internal and external appearances’, ‘felt rewarding

and confident in their works’, and ‘recovered from existing

relationships’. The last fifth process was the time of ‘becoming a

member of the community’. It was the time that participants ‘stood up

for themselves’, ‘became to vaguely be in charge of their own lives’,

and feel ‘themselves as part of the communit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were discriminatory factors and contextual differences in

the barista training about recovery. To be more specific, the following

were discussed in this study: ‘barista as a meaningful vocational’,

‘relationship centered work that frequently has social contact’,

‘supportive working environment’, and ‘identity formation as a bar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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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current study made an effor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and carefully examine the recovery

process by investigating participants in Psychiatric Vocational

Rehabilitation, the study still has several limitations of its own. First,

since the data collection site was selected, the background of the

participants was somewhat limited. In addition, because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call their experience, their experiences prior to the

study were not able to be documented in detail. Lastly, the study only

focused on the barista training program, and other social contexts that

may have an effect in the recovery process were not investigated.

Despite these limitations, the current study holds some important

theoretical and clinical implications. First of all, theoretically, the study

has an important position in that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to find the recovery process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based on a recovery paradigm. Second, the study systematically

explored the recovery process of people of concern by empirically

investigating the experience of these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n a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Third, it was found that a

barista training program could promote the recovery process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Finally, clinically, the study has

implications in terms of understanding clinical interventions on the

recovery process.

Keywords: Recovery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Vocational

Rehabilitation, Recovery Process, Recovery Paradigm, Barista Tra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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