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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조현병이 있는 청년은 질병 단계의 측면에서 초기에 해당되며, 발달

단계 측면에서는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경험하고 미래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뿐 아니라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따라서 청년이면

서 조현병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에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어려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 그들의 삶

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탐구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현병이 있는 청년의 삶이 어떠하였으며, 조현병

이 있는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를 기

반으로 도출된 이야기를 통해 개개인의 독특한 삶을 재구성하고, 그 재

구성된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삶의 의미를 파악하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

이 적용되었다. 이론적 관점으로는 개인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회

복을 위한 힘을 북돋아주는 인간 중심의 접근법인 조수 모형을 기반으로

하였다.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조현병이 있는 청년 3명과 개인별 7-9회,

총 24회의 만남을 가졌고, 심층면담과 관찰, 현장노트, 연구일지, 그 밖의

다양한 현장 텍스트를 통해 연구 텍스트를 완성한 후, 각각의 경험에 대

한 의미 만들기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3명의 연구 참여자가 만들어낸 조현병이 있는 청년의 이

야기에는 망망대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겪는 각각의 좌절된 욕구와 그

욕구의 복구, 수많은 어려움과 불안정성, 그리고 희망과 자기 삶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경험이 담겨 있으며, 그 이야기에 따라 변화하는 그들의

살아내고자 하는 이야기가 재구성되었다.

또한 맥락이 다른 각각의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다섯

개의 주제 ‘온정, 신뢰, 돌봄의 결여’, ‘욕망의 좌절, 그 좌절을 버텨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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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질병이 강타한 젊음’, ‘함께 살아갈 용기’, ‘이야기하기를 통해 나를

찾아감’을 도출하여 간호학적 함의를 기술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조현병이 있는 청년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이

해하는 데 보다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정

신보건 자원의 발굴 및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 돌봄과 재활을 위

한 지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조현병, 청년, 내러티브 탐구

학 번 : 2015-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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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내러티브의 시작

1) 정신과 폐쇄 병동에서 싹튼 연구의 씨앗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정신과 폐쇄 병동에서 간호사로 일 

하기 시작했다. 14년을 쉼 없이 달려온 후 잠시 멈추어 서 보니 그곳에 

나의 청년 시절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당시 신규 간호사라면 누구나 

겪는 업무에 대한 미흡함에 더하여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나의 첫 

병원 생활의 적응을 어렵게 하였다. 가족과 주변의 호의적인 태도 속 

에서 성장했던 나는 그곳에서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의 매운 

맛을 톡톡히 보았다. 그러나 하루하루 좌충우돌하며 견뎌왔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정신과 폐쇄 병동 간호사로서 살아온 경험이 나를 

한층 더 성장시켜주었다. 그 곳에는 수많은 환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환자들과 마주앉아 그들 개개인의 독특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현재의 모습을 있게 한 저마다의 특별한 

사연을 품고 있었다. 때로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때로는 반면교사 삼을 

만한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 나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근무했었던 곳과 같은 대규모 병원들은 생의학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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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한 근거 기반의 실무를 최고로 여기는 반면, 환자들의 삶의 

이야기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학주의에 

기반을 둔 방법론을 적용하여 조현병 재발 예방 프로그램을 중재하였고, 

그 중재가 조현병 재발 예방의 주요 영향 요인인 병식, 치료 준수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 때 나는 새로운 사실 하나를 

더 발견하였는데, 일대일 개별 접근 방식으로 고안된 그 중재를 위하여 

나와 마주앉은 환자들은 회가 거듭될수록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의 주제는 그들이 경험한 자살시도, 낙태, 

불우했던 성장배경, 성 문제 등 이제까지 어디에서도 쉽게 밝히기 

어려웠을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차라리 암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조현병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한 고통을 토로하였고, 병을 

안고 사는 삶의 외로움, 재발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드러 

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 하고 싶어 했으나 그 동안 그들의 

삶에 주목하는 이는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중재를 하기 위해 나와 

만나게 된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저 ‘중재가 효과적 

이었다.’라는 결과 한 줄로 귀결된 그 연구에서 내가 진짜 얻은 것은 

바로 그들의 이야기였다. 

그럴만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전인적인 간호가 

가능한가? 환자에게 증상을 이야기하게 하면 증상에 더 몰입되어 악화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증상에 대해 묻지 말라는 교과서의 지식은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겨났다. 정신질환의 원인은 다양하고, 

단순히 염증반응을 없애기 위해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과는 다른 경로로 

바라보아야 한다. 하지만 염증반응을 나타나게 한 감염 균은 고려하지 

않고 항생제 주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 의료 현실에 반하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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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환자도 있었다. 어느 정신 

병원에서 30년을 꼬박 살다가 갑작스러운 저혈당 쇼크로 내가 근무했던 

대학병원으로 전원 온 환자였다. 당뇨를 동반한 그 만성 조현병 환자는 

당뇨 합병증으로 열 발가락이 모두 잘리고, 치아가 전부 썩어서 입으로 

음식을 삼킬 수도 없었다. 저혈당 쇼크가 오는 순간에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에 이제는 언어기능까지 잃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 

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온 보호자로부터도, 

의무기록 그 어디에서도 그의 삶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동안 

그 누구도 그의 삶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았다는 증거 이다. 그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없으니 나는 끝내 그의 삶을 알 수 없었고, 말 한마디 

못 하고 홀로 누워 있는 그를 비통한 심정으로 바라 볼 뿐이었다. 내가 

열심히 간호하여 몸 상태가 나아지면 또 아무도 모르게 살아갈 만성 

정신병원으로 보내질 예정이었던 그 분의 이야기 없는 삶,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 때 나는 진정한 간호를 하기 위해서는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경험은 나의 연구의 시작점이 되었다.  

2)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과의 만남, 그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임

현재 조현병 치료에서의 주요 이슈는 결정적 시기, 즉 초기 단계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중재이다. ‘회전문 현상’이라고 일컬어 질 정도 

로 재입원을 수십 차례 반복하는 이들을 14년 동안 보아온 나 역시 

조현병 초기 단계의 환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돌봄이 중요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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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그래서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에게 특히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나와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극심한 정신증상으로 인한 혼돈 

상태에 있었고, 조금 나아질 때쯤에는 정신 증상 경험에 대한 충격, 

그리고 병을 겪느라 중단된 일상으로 인한 좌절로 힘들어 하였다. 그 후 

정신 증상이 조절 가능한 정도로 완화되면 퇴원을 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나와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그래서 나는 환의를 입지 않은 그들의 병원 밖 생활이 궁금해졌다. 

첫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애 쓰고, 삶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던 나의 이십 대, 그 때에 겪었던 다양한 삶의 난관들이 

떠올랐다. 분명 그들도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 그들에게는 

조현병이라는 무거운 짐이 하나 더 있으니 나의 이십대 때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와 그들의 이러한 ‘같음’과 

‘다름’을 아는 것이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을 병원이 아닌 

그들의 생활세계에서 만나 이야기 듣고 싶어졌다. 그 이야기 속에는 

어쩌면 반복되는 재발로 만성화 되어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해법과 

조현병 초기 단계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의 내용이 들어있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2016년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청년 조현병 자조 

그룹에 자원 활동가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대형서점 지하 푸드 

코트에서 그들과 어색하게 처음 만났던 기억이 생생하다. 삼삼오오 몰려 

앉은 회원들의 대화 주제는 여느 청년들의 관심사와 다르지 않은 

‘연애’와 ‘구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 청년들과는 달리 매사 

의욕이 생기지 않고, 귀찮은 마음이 생활 전반에 깔려있다는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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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하였다. 그리고 이미 스스로가 조현병 환자라는 낙인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인지 ‘병 때문에’, ‘환자이니까’, ‘장애인이라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즉 무의욕과 내재화된 낙인이 그들의 

구직활동을 힘들게 하고, 연애를 할 용기를 내지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과의 첫 만남에서 나는 그들에게 멀리뛰기 위해 딛어야 

하는 구름판이 없다는 막막함이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무 명 남짓 되는 자조 그룹 회원들 간에 소소한 

원인으로 인한 갈등이 수시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밴드(자조 

그룹 회원들의 연락을 위한 SNS)에서는 설전이 자주 오갔고, 그 여파로 

모임에 나오지 않는 회원, 밴드를 탈퇴하는 회원 등이 생겨났다. 때로는 

내가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어 당황한 적도 있었는데, 한 회원이 나의 

참여 의도를 업무가 많은 사회복지사를 대신하려는 것으로 오해하는 

글을 밴드에 올린 것이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직장을 

구한 회원이 상사와의 갈등으로 한 달 만에 그만두었다는 소식도 들려 

왔다. 당시 자조 그룹 활동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졌는데, 건장해 

보이는 청년들조차 날씨가 조금만 덥거나 시간이 지체되면 피로감을 

호소하였다. 가족과의 반복되는 갈등으로 구체적인 자살 방법까지 준비 

해 놓았다는 회원, 직장 문 앞에 들어설 때마다 긴장하게 되고, 그런 

자기 자신 때문에 우울해 진다는 회원 등 그들의 일상에 퍼져있는 

다양한 삶의 고통과 마주하면서 나는 때로는 소진되는 느낌도 들었다. 

그들은 너무도 취약해서 삶의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다양한 도전을 

버티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안간힘 쓰며 쌓아온 그들의 삶이 

한 번의 파도에 모래성 씻겨 내려가듯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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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나는 청년 조현병 자조 그룹의 자원 활동가 경험을 통해 

그들이 지고 있는 무의욕, 내재화된 낙인, 그리고 취약함이라는 무거운 

짐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한 청각장애가 있는 이들에게는 보청기가 

있고, 하반신 마비가 있는 이들에게는 목발이 있듯이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지지가 되는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보았다.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삶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아왔는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졌다. 이러한 

궁금함이 나를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의 삶의 경험이라는 주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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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조현병은 후기 청소년 및 초기 성인기에 발병하여 만성화, 황폐화 

경과를 보이며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큰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한번 발병하면 평생 벗어나기 힘들다는 부정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가장 심한 병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낙인 감소 및 인권 강화를 위해 

2011년 정신분열병에서 조현병(조현: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라는 

뜻)으로 병명을 변경하였고, 2016년에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병은 여전히 진단받은 그 순간부터 내재 

적인 낙인을 형성하게 하고(Link et al., 1989; Rusch et al., 2014), 

평생 족쇄가 되어 삶을 옭아매고 괴롭히는데, ‘조현병을 진단 받은 자 

의 괴로움은 바다보다 깊다.’라고 한 Wong 등(2018)의 연구 결과가 

이러한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조현병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관점으로의 변화와 함께 조기발견 및 중재가 긍정적인 예후에 영향을 

준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박선철 등, 2005; 이명수 등, 

2013; Lutgens, Gariepy, & Malla, 2017). 그 결과 호주, 영국, 

캐나다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 국가 정책으로 조현병 조기개입센터 및 

프로그램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김민석, 2007; 

이명수 & 안소라, 2013). 우리나라에서도 대학병원을 주축으로 조현병 

청년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안석균, 2008),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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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는 조기 정신증 평가시스템 구축하고 초발정신질환자 집중사례 

관리 프로그램 (STEP)을 제공하고 있다(이명수 & 안소라, 2013). 또한 

조현병 관련 학회가 주도하여 국가차원의 조기중재특화센터 건립을 촉구 

하는 공청회 를 개최하거나, 조현병 청년을 대상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운영하는 등 조현병의 

초기 단계에 대한 접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기는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경험하기에 많은 적응 에너지가 

요구되는 삶의 전환기이다(Arnett, 2000; Lindgren, Soderberg, & 

Skar, 2015).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져서 미래의 

삶의 방향을 잡고(Rinaldi et al., 2010),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Arnett, 2000). 따라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불안정한 감정과 행동이 나타나며, 정신 심리적으로 

격동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생의 주기 중 취약한 발달단계에 해당한다 

(성경미, 2017). 조현병의 호발 연령이 후기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 

이기에, 조현병이 있는 청년은 질병의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조현병의 초기단계에는 정신 증상이 가장 급격하게 악화되어 극심한 

혼돈을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정신치료 영역에서 성인 치료 

영역으로의 전환을 경험하면서 자율성, 독립심이 있는 주체로서의 

책임이 요구된다(Birchwood, Todd, & Jackson, 1998; Lally et al., 

2017; Lindgren, Soderberg, & Skar, 2015;). 한편 발달단계 

측면에서는 병의 영향으로 그 시기에 성취해야 할 과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뒤따르는 좌절은 질병의 경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게 된다(윤희우 등, 2013; Sung & 

Puskar, 2006). 따라서 청년이면서 동시에 조현병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에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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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행된 조현병이 있는 청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신 

증상 및 관해율, 사회적 역할기능,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삶의 질, 

삶의 만족도 및 행복 등의 정도와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윤희우 등, 2013; 정석훈 등, 2007; Agid et 

al., 2012; Buckland, Schepp & Cruseo, 2013; Fervaha et al., 

2016; Fervaha et al., 2017; Lee et al., 2017; Song et al., 2011). 

그러나 이와 같이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는 전문가적 관점의 연구로는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의 삶의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에게 제공한 초기 개입 및 각종 

근거 기반의 정신사회적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 연구의 초점이 대상자 개개인 보다는 집단의 변화에 기반하고 

있고, 그 연구 결과와 함의가 인간 개개인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명수 등, 2013; Lutgens, Gariepy, & Malla, 2017). 

조현병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조현병은 개별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닐 

것이며, 의학적 접근만을 통해서는 이해될 수 없는 교육, 의료, 고용 및 

가족구조 등 다양한 영역과의 관계적 문제로 이해 될 필요가 

있다(이예성, 2017). 게다가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조현병을 경험하는 

한 개인이 행위주체(agency)로 인정받지 못하고 ‘치료 받아야 할 

환자’로 대상화 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이근희, 2014), 특히 과정은 

간과된 채 주로 결과로서의 회복만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어 조현병을 

지닌 채 살아가는 청년의 삶의 면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함 

이 있다.

조현병이 있는 삶에 대한 내부자적 관점의 질적 연구는 주로 만성 

환자들이 참여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회복, 희망체험,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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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그리고 환청경험 등을 탐구하였다(고문희, 2004; 김지영, 2002;  

민소영, 2005; 박수진, 2016; 박정원 & 임미영, 2005). 조현병이 있는 

청년에 대한 질적 연구로는 청소년 에서 성인으로의 이행 단계에서 

경험하는 정신 치료 경험 (Lindgren, Soderberg, & Skar, 2015), 

정신증 미치료 기간의 경험 (Kamens et al., 2018), 직업적 욕구와 

관심(Gould, DeSouza, & Rebeiro-Gruhl, 2005)과 대학생활(Sung & 

Puskar, 2006)에 대한 탐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전반을 분절 

내지 않고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조현병을 지니고 살아가는 청년의 삶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각자가 

생각하는 경험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만들어가는 관계를 기반으로 도출된 이야기를 통해 개개인의 

독특한 삶을 재구성 하고, 그 재구성된 이야기에서 드러난 삶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여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게 하는 내러티브 탐구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본다(Clandinin & Connelly, 2000).

정신장애 치료의 흐름은 의학모델, 재활모델을 거쳐 회복모델로 

변화하였다. 회복은 정신장애를 가진 개인이 주체가 되어 정신질환으로 

인한 비극적인 영향을 넘어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전시키는 

개인적이고 독특한 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Anthony, 1993). 다양한 

회복모델 중 정신건강간호 실무에서 개발된 조수모형(Tidal model) 

(Barker, 2001)은 개인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회복을 위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간 중심의 접근법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의 삶을 주제로 하여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탐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수모형(Tidal model)을 이론적 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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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의 삶의 경험과 그들이 조현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을 돌보는 건강 관련 전문가와 이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년 및 가족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을 고려한 정신보건 정책의 제안과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신보건 자원의 발굴 및 이들의 특성에 맞춘 개별화 

돌봄과 재활을 위한 지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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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조현병이 있는 청년의 삶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여, 조현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함이다. 

4. 연구퍼즐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퍼즐은 다음과 같다.

1) 조현병이 있는 청년의 삶의 경험은 어떠한가?

2) 조현병이 있는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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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조현병이 있는 청년의 삶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에 관해 고찰 

하였다. 

1. 조현병이 있는 청년

조현병은 전통적으로 인격 기능이 점차 황폐해지면서 만성화 경과를 

거쳐 악화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왔으나 항정신병 약물의 도입과 근거 

기반의 정신사회적 중재의 개발로 인해 치료 가능한 병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특히 첫 발병 5년 이내는 증상의 변화가 가장 크고, 증상 

호전의 가능성이 많은 시기이므로 그 시기에 조기 발견 및 중재를 하는 

것이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가설(Birchwood, Todd, & Jackson, 1998)이 제기되면서 조현병 초기 

단계의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조현병의 호발 시기는 후기 

청소년기부터 초기 성인기이다. 즉, 조현병 초기 단계에 있는 환자들은 

질병 단계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발달 단계상 인격형성, 사회적 

역할 변화, 교육 및 직업적 성취, 대인관계 발달 등에서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경험하게 되는 청년기에 속하게 된다(Rinaldi et al., 2010).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조현병 초기 단계에 대한 문헌뿐 아니라 조현병을 

지닌 청년에 대한 문헌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조현병의 초기 단계에는 증상의 변화가 가장 큰 시기로 만성 조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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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비해 망상 및 환청이 더 심한 경향이 있다(Birchwood, Todd, 

& Jackson, 1998; Lally et al., 2017). 그러나 첫 발병 조현병 환자의 

평균 5.5년 동안 증상 관해율이 58%로 나타났고(Lally et al., 2017), 

국내 연구에서도 첫 입원 2년 이내의 최근 발병한 조현병 환자의 1년 

전향적 추적 관찰을 한 결과, 증상 관해율이 64.3%로 

보고되었다(정석훈 등, 2007). 즉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은 높은 증상 

관해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연구일수록 관해율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Lally et al., 2017). 

반면, 다수의 연구에서 이미 조현병의 초기 단계에 정신사회적 

기능이 상당 부분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정석훈 등, 

2007; Agid et al., 2012; Buckland, Schepp, & Crusoe, 2013; Lee 

et al, 2017). 이것은 발병 전인 아동기와 청소년기부터 사회적 기능 및 

학업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조현병의 특성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Yuen et al., 2013). 또한 음성 증상, 조현병의 정보처리의 결핍,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 증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부족, 대인관계 

기능 부전과 같은 취약성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Cheng, Walsh, & 

Schepp, 2016; Lee et al., 2017).

이에 더하여, 조현병 초기단계의 삶의 질도 일반 인구보다 감소되어 

있는데(정석훈 등, 2007; Song et al., 2011; Zaske et al., 2018), 

특히 삶의 질이 조현병의 양성 증상 보다는 음성 증상과 높은 관련성을 

보인 연구결과(Song et al., 2011)는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다. 

조현병이 있는 청년의 환청, 망상과 같은 양성 증상이 항정신병 약물의 

투여로 완화되더라도 삶의 질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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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ske 등(2018)에 따르면 조현병으로 인한 첫 입원 직후와 1년 

후를 비교하였을 때, 증상의 정도, 전반적 기능, 사회 적응 등에서 

호전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인지된 낙인, 낙인경험으로 인한 부담은 

모두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정신질환자는 사회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개념을 형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이러한 부정적 개념을 자신에게 내재화 하여 적용하게 된다(Link 

et al., 1989). 이러한 낙인은 현재 조현병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한번 형성된 낙인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삶의 질, 자기 개념, 

사회적 관계, 취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Link et 

al., 1989; Rusch et al., 2014). 따라서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에 대한 

돌봄 시 낙인 감소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관적인 삶의 만족과 행복감은 정신질환의 회복에서 핵심적인 

요인이다(Anthony, 1993).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은 일반인에 비해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나타냈는데, 이 또한 양성 증상 

보다는, 우울, 음성 증상, 사회적 위축, 동기 결핍 등과 관련되어 

있었다(Agid et al., 2012; Fervaha et al., 2016). 또한 Buckland, 

Schepp 와 Crusoe(2013)는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로 두려움, 고립, 약물, 정상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조현병이 있는 청년의 무쾌감증, 무욕증 정도는 만성 단계의 

환자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홍주봉 & 정인원, 1997), Fervaha 

등(2017)의 연구 결과 대상자의 33.3%가 심각한 수준의 무동기 

증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업 기능 저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조현병이 있는 청년이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학업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25%~42%로(정석훈 등, 



- 16 -

2007; Agid et al., 2012), 일반 청년들에 비해 약 4배 낮은 

수준이다(Stoep et al., 2000). 조현병이 있는 청년에게 직업을 유지 

한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갖게 하고,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회복과 사회 귀속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inaldi et 

al., 2010).

애정 관계는 청년기에서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조현병이 있는 성인들의 애정 관계의 발달은 사회적 관계, 동료관계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우울, 자살의 

위험요인이 되기도 한다(Redmond, Larkin, & Harrop, 2010). 앞서 

언급했듯이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이 학업을 유지하는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낮은데 이것은 해로운 사회 문제의 잠재요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Goulding, Chien, & Compton, 2010). Sung 과 Puskar (2006) 

의 연구에서는 조현병이 있는 대학생들이 학교 생활 경험에서 학업 

수행의 어려움, 학교생활에 대한 동기 부족, 동료들로부터 느낀 고립감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상의 문헌을 요약하면, 조현병이 있는 청년은 병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삶의 다양한 과업과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조현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의 질병 측면뿐 아니라 

발달 과업 측면을 함께 탐색하여 양 측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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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수 모형 (The Tidal Model)

현대의 정신치료 영역은 의학 모델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조현병 및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원인으로 생물학, 뇌 신경학 및 

유전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의학 모델은 대상자의 독특하고 

주관적인 설명을 의학의 언어로 바꾸어 생생한 삶의 경험으로부터의 

관심을 빗나가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정신 간호 영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Keen(1999)은 일찍이 간호가 생물학적 설명과 행동 조절에 

기반을 두고 행해진다면 간호의 관계적 특성은 손상되고, 간호를 

대상자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서 대상자를 억압하는 직종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Keen의 우려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실현되고 있으며, 현대의 간호사들은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의학 

모델의 영향 아래에 있다. 

Barker(2001)는 정신건강간호에 적합한 간호 모델이 개발되지 못 

하고 간호가 그 자체로 인정받기 보다는 치료의 보조적인 기능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간호의 욕구뿐 아니라 타 학문 

분야에도 적용 가능한 조수 모형을 개발하였다. 정신건강간호 회복 

모델인 조수 모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간 중심의 접근으로 볼 수 

있다(Barker, 2001).

첫째,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의료 전문가의 언어가 아닌 대상자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게 한다. 

따라서 인구 집단의 행동에 기초하고 있는 근거 기반 실무와 다르게, 

항상 특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개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경험의 범주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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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강조하고, 그러한 점이 대상자를 인생 여정의 다음 단계로 

안내하도록 돕는다. 간호사는 대상자가 자신의 삶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설명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여 대상자가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창조하도록 한다.  

둘째, 임파워먼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치료는 보통 정신질환으로 

불리는 문제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손상에 초점을 

맞추며, 이러한 과정은 대상자를 무력하게 만든다. 의료 전문가들이 

대상자의 문제에 대한 경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무력화의 예이다. 그러나 조수 모형은 3개의 

차원(자기 자신, 세계, 타인)을 통해 대상자를 ‘환자 현상’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막고, 의료 전문가가 대상자의 증상을 조절하기 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삶의 변화를 만들도록 힘을 북돋아주기 위한 지원을 

마련한다.

조수 모형에서 ‘물’은 이 모델의 중심이 되는 메타포로서 인간 

경험의 끊임없는 변화와 예측 불가능성에 의한 유동성을 의미한다. 삶은 

경험의 바다를 건너는 여행이며, 중요한 순간에 인간은 폭풍과 같은 

위기를 겪고 침몰이나 난파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 때 배를 수리할 

또는 외상으로부터 회복할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되어야 하며, 배가 

수리되면 다시 항해를 시작하고 즉 삶의 여정을 지속하게 한다(Barker, 

2001). 

조수 모형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년에 걸쳐 정신건강간호에 

대한 요구, 간호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의 본질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로부터 개발되었다(Barker, 2002). 2000년에 수정된 모델이 

8개의 병동과 지역사회 지원 팀에 공식적으로 소개되었고, 실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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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통해 다학제팀으로부터 모델 검증도 받았다(Barker, 2001). 

캐나다의 정신과 입원 병동의 다학제 치료팀은 조수 모형을 사용하여 

개인의 독특한 경험을 통합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그 결과 환자와 보호자 양쪽 

모두가 만족감을 나타냈고, 환자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개인의 독특한 

목표를 반영한 돌봄 계획 수립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었다(Berger, 2006). 뉴질랜드에서 시행된 Cook, Phillips와 

Sadler(2005)의 연구는 조수 모형을 적용한 간호 돌봄 경험을 

탐구하였으며, 희망과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밀접한 관계 형성, 자아 존중감과 타인과의 대인관계 향상, 

협동심, 인간애 등이 결과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조수 

모형의 사용이 간호사에게는 전문적인 만족감을 주고, 환자에게는 

자신들의 경험을 검증하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대인관계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Barker와 Buchanan-Baker 

(2010)는 급성 입원 병동에서 수행되었던 조수 모형의 효과를 평가한 

여러 연구들을 정리하여 급성 입원 병동에서의 인간 중심 돌봄의 발전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에서 조수 모형이 

활용되고, 검증되었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조수 모형은 간호 실무에 있어서 간호사가 

대상자에 대한 어떤 관점을 견지하고 있어야 할지, 대상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대상자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한 기틀을 

제공해 준다. 또한 간호사의 주요한 역할은 대상자를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던 

나이팅게일의 명제(Nightingale, 1969)를 다시 탐구해 볼 수 있는 

매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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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연구에서 조수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조현병을 가지고 

망망대해와 같은 삶에서 거친 파도에 맞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개별적이고 독특한 경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러한 과정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임파워먼트 향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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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러티브 탐구와 간호 

내러티브 탐구는 삶의 풍부함을 이야기로 풀어내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모색하는 연구방법으로 다양한 접근방식과 개념틀이 존재한다. 

그 중 교육학자인 Clandinin과 Connelly가 1980년대 이후 발전시킨 

접근법(Connelly & Clandinin, 1990)은 John Dewey의 ‘경험 이론’ 

을 토대로 하여 발전되었다. Dewey(1938)는 ‘인간의 삶, 교육, 

그리고 경험이 불가피하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은 곧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는 것이며 삶을 연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경험의 속성을 상황의 맥락에서 활성화되는 

계속성(Continuity)과 상호 작용성(Interaction)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의 속성은 경험을 분석, 해석, 이해하는 틀 

로서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고안한 ‘3차원적 탐구 공간’의 

기초가 되었다. 

경험을 이야기적 현상으로 이해하여 탐구하기 위하여 제시한 

3차원적 탐구 공간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시간성(계속성), 

장소, 상호작용의 3차원에 배치하고, 시간성을 앞과 뒤, 상호작용은 안과 

밖의 방향에 초점을 두면서 경험을 연구하게 한다(Clandinin & 

Connelly, 2000). 경험을 연구하는 또 다른 질적 연구 방법인 현상학적 

연구가 사건보다는 그에 대한 개인의 내적 체험과 그 체험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이 경험한 사건을 둘러싼 

의미들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가 있다(김수미, 2016).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 이야기의 인지적 도식, 그 과정 

의 결과라는 세 가지 의미로 즉 과정과 결과 모두를 언급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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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Polkinghorne, 1988).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를 

의미하며, 단순한 이야기 형식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삶을 바꾸는 과정까지를 포함한 순환적 진보의 

과정을 의미한다(김대현, 2006).

내러티브 탐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관계’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3차원적 탐구 공간 사이의 관계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이야기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하는 유기체로(Connelly & Clandinin, 1990), 사람들은 누구나 

이야기로 엮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며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반면, 

내러티브 연구자들은 그러한 삶을 기술하고 그렇게 기술된 것들을 

수집해서 이야기하며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써내려 간다.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다시 이야기’할 때 그러한 이야기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어,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조망하는 

내러티브가 된다(염지숙, 2003).

Cutcliffe와 Goward(2000)는 정신 간호와 질적 연구 사이에 매우 

의미 있는 유사점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자와 정신간호사는 자기 자신을 목적적으로 

사용한다. 정신 간호는 환자의 삶 전체를 관찰하고 경청하기 때문에 

삶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 수행이 자연스러우며, 또한 정신 

간호사에게 중요한 성찰(reflexivity)은 질적 연구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둘째, 환자 또는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점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충분한 강도와 기간 동안 

참여자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관계 형성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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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정신 간호에서의 치료적 관계 형성은 간호사의 중요한 중재이다. 

셋째,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이다. 정신 간호사 

에게 객관적인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질적 연구로부터 도출된 

이론이 다른 상황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유사하고, 따라서 정신 

간호사가 다양한 세계관에 대해 인정하는 질적 연구의 매력에 끌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 그 이야기는 그들의 경험을 탐구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간호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돌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Haydon, 

Browne, & van der Riet, 2017). 또한 내러티브를 통해 환자는 

공감적 이해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이 증진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위협이 감소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Roe & Davidson, 2005). 이에 더하여 이야기를 반복 할수록 

매번 이야기의 현실성이 분명해지게 되는 장점도 있으므로 내러티브는 

치료적인 특징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Haydon et al., 2017). 따라서 

간호 연구에서의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와 치료의 양 측면 모두에서 가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Roe와 Davidson(2005)은 이야기하는 과정은 

조현병 환자의 자아를 통합하게하고 강화시키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과정을 지지해야 하며 

그것이 질병을 극복하고 질병을 넘어선 삶을 사는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조현병은 자아를 잃고 자신의 삶에 대해 논리 

정연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으나, 활발한 정신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도 의미 있고, 일관성 있는 자서전적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Roe & Davidson, 2005). 따라서 간호 분야 

특히 질적 연구의 특성과 많이 닮아 있는 정신 간호 분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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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 탐구는 환자 개인의 경험을 탐구하기에 매우 적합할 뿐 아니라 

유용한 방법이라고 본다.

간호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 방법의 사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간호사의 경험을 탐구하는 연구(Chan, Jones, & Wong, 

2013; Haydon & Riet, 2014; Lindsay & Schwind, 2016; 우미경 & 

김미영, 2013)가 주를 이루고 있고, 환자의 질병 경험과 간호사의 환자 

돌봄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는 아직 부족하다. 현재의 건강관련 연구는 

질병의 신체적인 측면과 제공되는 치료의 내용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초점이 질병 자체에서 질병을 가진 개인으로 확대 될 필요가 

있다(Haydon et al., 2017). 이러한 연구의 예로 최근 만성질환 

노인(신인주 & 이정숙, 2011),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김수미, 2016)이 

참여한 내러티브 탐구가 국내에서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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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내러티브 탐구 방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현장에 존재하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이동’,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단계 

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과정과 과정 사이가 서로 겹치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한다(염지숙, 2003). 본 연구에서도 현장과 연구 

텍스트 사이를 오가는 반복적 순환이 이루어졌다.

1. 현장에 존재하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나는 본 연구의 시작 2년 전부터 S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 

조현병 자조 그룹에 자원 활동가로 참여하며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과 

관계 맺기를 시작하였다. 그곳에서의 나는 정기모임 참여 외에도 자조 

그룹 SNS의 공동 운영진을 맡아 활동하였다. 그 시간들로 인해 조현병 

을 지닌 채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었다. 

내러티브 탐구의 연구 동기는 대부분 연구자의 개인적인 관심과 

전문적 지식으로부터 나오게 되므로 연구자의 자서전적인 경험적 이야기 

쓰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염지숙, 2003).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 나는 과거 ‘정신과 간호사로서 조현병 환자들을 돌보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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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년 조현병 자조 그룹의 자원 활동가로서의 나’의 경험을 

되짚어 보았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조현병이 있는 청년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이 연구의 정당성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목적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으로 모집 

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을 마련 한 후 S시에 위치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연구 안내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S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현병 청년 자조 그룹과 정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신사회적 중재를 

운영하고 있어 잠재적 연구 참여자가 다수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 참여자 

모집 장소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자 2)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의 기준에 따라 청년기에 해당하는 만 15세에서 34세 중,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성인 기준에 부합되는 만 19세~34세인 자 3) 증상의 

안정기에 있는 자(김진훈 등(2006)의 정의에 따라, 연구 참가 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직전 최소 3개월 동안 임상가의 판단에 의해 유의한 

증상 악화와 호전이 없고 투여 받는 약물의 변경이 없는 자)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참여자 숫자에 대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연구가 지난한 협업과정임을 고려하여 보통 적은 수의 참여자를 갖는다 

(Haydon et al., 2017). 나는 연구 안내 공고문을 보고 자발적으로 

연락한 총 3명의 연구 참여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구체적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연구 참여에 가능한 언어 능력인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허락을 구한 후 연구 참여자의 참여 가능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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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2) 연구자 준비

나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서 14년간 근무한 

간호사이다. 신규 때부터 특히 조현병 환자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그들과 함께 해 온 시간의 양만큼이나 그들의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자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정신건강 간호사 1급 

자격, 정신전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였고, 조현병 재발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에서 정신건강 간호학 

수업 중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간호에 대한 강의를 한 바 있으며, 정신 

건강복지센터의 청년 조현병 자조 그룹의 자원 활동가, 만성조현병 재활 

프로그램의 보조 진행자로서 활동 한 바 있다. 

질적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대학원 과정 중 질적 연구 

방법론과 질적 자료 분석 강좌를 이수하였고, 대한 질적 연구 학회의 

평생회원으로 관련 학회와 워크숍에 꾸준히 참석하였다. 질적 연구 수행 

경험으로는 비정신과 간호사의 정신질환자 간호의 어려움을 탐색한 

내용분석 연구와 조현병이 있는 노인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한 바 있다. 특히 내러티브에 대한 공부에 집중하였다.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내러티브의 가치에 대해 느끼고 관심을 놓치지 않으려 

했으며, 서울 내러티브 연구소에서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기초 교육, 

한국이야기치료학회에서 내러티브 치료 기초교육을 이수하였다. 그 

외에도 내러티브 탐구를 공부하는 대학원생 연구 모임을 조성하여 일 

년간 스터디를 진행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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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 탐구는 그 어떤 다른 질적 연구에서보다도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들어가기 전 연구자로서 연구 

참여자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염지숙, 

2003). 나는 조현병 환자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 온 만큼, 내가 가진 

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연구의 신뢰성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였다. 따라서 장자가 <추수>에서 말한 대지관어원근 (大知觀於遠 

近: 진정한 앎을 위해서는 먼 곳에서도 보고, 가까운 곳에서도 보는 

지혜가 필요함)의 자세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 동시에 한 발 떨어져서 보려는 노력을 통하여 

(Cutcliffe & Goward, 2000) 연구 참여자의 세계에 함몰되지 않으려 

하였으며, 그러기 위해 연구 기간 동안 성찰 일기를 쓰며 스스로에 대한 

성찰(reflexivity)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질적 

연구 단행본 ‘Living outside mental illness(Davidson, 2003)’, 

조현병을 가지고 대학교수로 살아가고 있는 Elyn R. Saks의 자서전 

‘The center cannot hole: my journey through madness(Saks, 

2015)’ 그리고 조현병 청년들의 회복 이야기 ‘봄날(대한조현병학회, 

2017)’을 읽으며 연구 주제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참여자의 총체적인 삶의 이야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는 매우 중요하고,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되어야 한다(Clandinin, 2013).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IRB NO.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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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16)을 받은 후 시작되었다. 면담을 하기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진행과정 및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자발적 

으로 참여 할 것과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연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강제성이 없으며 면담 중 알게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모든 것이 확인 

된 후 서면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면담을 시작하였다.

연구의 익명성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면담 내용은 연구자인 

내가 직접 전사하고 관리하였다. 필사 후 녹음 파일은 즉시 폐기하였고, 

전사 자료는 나만이 알 수 있게 부호화하여 현장 노트, 연구 일지, 연구 

참여 동의서와 함께 잠금 장치가 있는 문서 보관함에 보관하였다. 

연구 참여 동안 연구 참여자가 불편한 기억을 회상하고 공유하면서 

심리적인 불편함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 중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연구 참여자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증상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와 현재 당면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이 다소 어두워지고, 눈물을 흘리기 

도 하였다. 그러나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점차 힘들었던 감정이 누그러 

지는 듯 보였다. 그리고 면담이 끝나면 스스로가 많이 해소되었다는 

표현을 하였고, 오히려 그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 했던 이야기를 하고 

나니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던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4) 연구 참여자 소개

연구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서 사용할 가명을 직접 지어 보도록 하였다. 첫 번째 연구 참여자 



- 30 -

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드라마 여주인공의 이름인 

서지안으로 자신의 가명을 선택하였다. 두 번째 연구 참여자는 친구의 

이름으로 자신의 가명을 지었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이 없어 조문을 가지 못했었던 미안한 마음을 담았다고 했다. 세 

번째 연구 참여자는 마음이 예쁜 사람이고 싶다는 소망을 담은 윤마음 

으로 정했다. 연구 참여자 세 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서지안

올해 나이 26세인 서지안은 아버지, 두 살 터울의 남동생과 함께 

서울에 살고 있다. 현재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장애인 

당사자 활동의 일환인 인권 강사, 기자단, 예술 프로젝트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신과 약물 복용 후 체중이 15kg 이상 증가했다는 서지안은 

160cm 남짓한 키에 60kg 후반대의 통통한 체구이고, 스스로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고 하였다. 20세 경 찍었다는 증명사진을 나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사진 속 서지안은 지금에 비해 훨씬 날씬한 

모습이었다. 약물 복용 후 나타난 체중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니 한창 

외모에 신경 쓸 나이인 서지안의 속상한 마음이 느껴졌었다. 그러나 

서지안은 나와 만나는 동안 계속해서 체중 조절을 하였고, 여름에는 

처음 만났던 1월 보다 꽤 많이 감량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한 눈에 

알아보지 못 한 적도 있었다.  

대인 공포가 있다는 서지안은 나와 처음 만났을 때 목소리가 매우 

작았고, 눈 맞춤 하는 것을 어색해 하였다. 약속 시간과 장소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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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내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고, 가족이 아닌 

타인과 밥을 먹으면 체한다며 내가 식사를 권유했을 때 거부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에 비하여 서지안의 이야기는 늘 논리적이고 막힘이 

없었다. 아마도 새로운 정신과 병원이나 사회복귀시설에 갈 때마다 

자신의 병력을 여러 번 이야기 했었던 까닭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나와의 만남의 횟수가 지속되면서 서지안은 살짝 미소 짓기도 하고,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 답을 보내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나에게 

기프티콘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점점 나와의 만남을 편하게 생각하는 듯 

보였고, 나는 그러한 점이 서지안이 타인에 대한 경계를 푸는 것으로 

느껴져서 뿌듯해졌다. 그 뒤 다섯 번의 면담이 끝났을 즈음에 서지안은 

나에게 ‘우리가 연구를 위해서만 만나는 것은 아니잖아요.’라는 내용 

의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 그 문자가 의미하듯 서지안과 나는 만남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서로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그 변화된 이야기를 

다시 살아가는 과정을 공유하는 만남, 그 자체를 의미 있게 생각하게 

되었다.

서지안은 나와 두 번 같이 밥을 먹었고, 마지막 만남에서는 내가 

포옹을 청하자 자연스럽게 나를 안아주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본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서지안의 

변화였다.  

나. 한민수

한민수는 현재 29세로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대학교 졸업 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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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는 현재 구직 활동 중이다. 

180cm가 넘는 큰 키에 90kg 이상의 큰 체구를 가진 한민수 또한 

정신과 약물 복용 후 20kg 가까이 체중이 증가하였고, 정신 증상이 

가장 심했을 때는 100kg 가 넘은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조금 감량한 

상태라며, 늘 체중에 대해 신경 쓰는 듯 보였다. 

과거 정신과 의사로부터 머리가 좋다는 말을 들었다는 한민수는 

나와 처음 만난 날, “병은 피할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한다.”는 등 

바람직하게 보일 수 있는 말을 주로 하였다. 그 뒤로 체중이 증가했을 

때에는 “다음에는 살 빼서 만나자.”라고 하였고, 구직에 실패 했을 

때에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삑이 나서 안 좋다.”며 

나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 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듯 보였다. 반면 

취업 준비를 위해 다녔던 제과 제빵 학원에서 선생님이나 동료들로부터 

들은 칭찬의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였고, 직접 만든 빵을 나에게 

가져다주는 등 연구를 위해 만난 나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한민수는 연구기간 동안 취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였는데, 

계획을 앞두고 있을 때는 매우 들떠 있었고, 그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금방 좌절하며 감정에 큰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나에게 

모범적으로 보이고 싶어 했던 한민수도 만남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자신의 취약함, 그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정신 증상에 대한 자신의 

깊숙한 속내를 털어 놓기도 하였다. 

남성 참여자인 한민수에게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여성과는 차이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자이며 남자 형제가 없는 내가 한민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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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우리사회에서 

남자이기에 군대를 다녀와야 했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남아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장남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 가정해보며 한민수의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다. 윤마음

27세의 윤마음은 현재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 3학년의 

학생이다. 2남 1녀 중 둘째인 윤마음은 언니와 남동생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다. 아버지는 윤마음이 태어나서 자란 경상남도의 한 소도시에 

살고 계시며, 어머니는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 

외모 꾸미기에 관심이 많다는 윤마음은 나와 만날 때 마다 화려한 

무늬가 있는 원피스나 큰 헤어밴드를 한 화려한 모습이었다. “남자친구 

만날 때 보다 더 신경 쓰고 나왔다.”고 말하기도 했고, 늘 애교 있는 

말투로 생글생글 웃는 표정이었다. 또한 언제나 할 이야기의 주제를 

여러 개 적어왔고, 헤어질 때는 다음 번 만날 날을 확인하며 나와의 

만남을 기대하는 듯 보였다. 나 또한 윤마음을 만날 때 마다 유쾌했고 

다음 만남이 기대 되었다. 조현병이 시작되기 전 다섯 살 때부터 

뇌전증이 있었던 윤마음은 두 개의 만성 질환, 그것도 사회적으로 가장 

낙인이 심하다는 조현병과 뇌전증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매사에  긍정적 

이었다. 나는 그러한 점에서 윤마음을 볼 때마다 크게 감동 하였고,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마음’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만남이 지속되면서 윤마음은 내가 정해진 면담 시간을 



- 34 -

맞추는 것에 대해 아쉬워했고, 녹음기를 틀어놓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면 그 시간만큼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할 만큼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했다. 점점 나에게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는 횟수가 

잦아졌고, 연구가 끝나고도 계속해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 

하였다. 나는 연구 과정에서 듣게 된 윤마음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행동이 비단 나와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윤마음은 모든 

이에게 관심 받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윤마음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통제하기 보다는 타인과의 관계보다 

윤마음 자기 자신에게 집중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려고 노력하였다. 

2.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이동: 이야기 공간에 존재하기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 

하다.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화의 상대가 자신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가능하고, 

상호 간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야기는 풍부해 질 수 있으며 같은 

주제에 관하여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기도 

한다(정영선, 2016). 따라서 나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만남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라는 권력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였고, 무비판적인 태도로 공감적 경청을 하려고 

애썼다. 연구 참여자들과 만날 때 공식적인 면담 외에도 고궁, 대학 

캠퍼스, 고양이 카페 등에서 산책하거나 사진을 찍으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가 진행될수록 먼저 

문자 메시지로 안부 인사를 보내거나 휴대폰으로 기프티콘을 보내주기도 

하였고,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 전화로 상담을 요청 할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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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소소한 얘기를 나누기 위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연구 참여자들은 더 다양한 경험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야기 해야겠다.”며 밝히기 어려운 내용까지 이야기 

해 주었고, 자발적으로 회복 수기, 증상 노트 등 현장텍스트가 될 만한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연구 참여자들과 여러 번 만나게 되는 내러티브 탐구의 특성은 연구 

참여자들과 이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풍부하고 깊은 

이야기를 모을 수 있고, 짧은 기간에는 공개되지 않는 ‘숨겨진’ 

관심사가 추출될 수 있다(Haydon, Brown, & van der Riet, 2017). 

나는 매 만남 시작 시 지난 번 만남의 면담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 받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하였지만, 꼼꼼히 읽으면서 사소한 부분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특히 

“내가 이런 말을 했었나요?”라며,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 삭제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연구 참여자가 여섯, 일곱 번째 

만남에서야 처음으로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이야기의 

재구성적 특징 상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이슈였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내용이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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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본 연구의 현장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한 주된 방법은 심층 면담과 

관찰이었다. 나는 연구 참여자와의 본격적인 만남 전 예비 면담을 

하였다. 서로 인사 나누고,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다시 한 번 

설명하였으며, 가벼운 대화를 주로 나누며 관계를 형성하는데 

집중하였다. 본격적인 만남의 기간은 11개월 동안(2018년 1월부터 

2018년 11월)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1인당 총 7~9회(서지안: 9회, 

한민수: 8회, 윤마음: 7회) 만났고, 시간은 최소 60분에서 최대 120분 

이 소요되었다. 만남의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면담실, 나의 연구실, 연구 참여자의 집, 카페 등 다양하게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사전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고, 

면담을 마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직접 전사를 하였다. 매 

만남 시마다 만남의 분위기, 이벤트, 나의 생각 등을 현장 노트에 

작성하였고, 전 연구과정 동안 연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연구 일지에 

기록하여 해석에 반영하였다. 

첫 번째 면담 시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쉽도록 

자신의 인생 곡선을 그려보고 이를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이 활동에서 

연구 참여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화를 시작하였다. 이후 만남의 

대화는 이전 대화에서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 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장된 

주제를 더 깊이 있게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개별 연구 

참여자마다 대화의 질문, 주제가 정형화되지 않은 비구조적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개인이 경험한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그 경험을 

하고 있을 때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때의 반응 등에 대한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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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보아야 한다. 또한 그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관여한 

타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경험에서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그 경험이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를 해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정영선, 2016). 따라서 나는 연구 참여자가 주요 

사건들을 경험했을 때의 감정, 반응, 주변 인물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하려고 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시각적 이미지는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생생한 경험을 더 깊고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게 한다(Simpson 

& Barker, 2007). 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자신을 비유할 

만한 사물’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오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통해 그들의 자아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사진을 가지고 나와 함께 대화하였다.

그 밖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현장텍스트로는 연구 참여자가 과거에 

쓴 회복 수기, 증상 일지와 연구 기간 동안에 쓴 자작시, 수필, 출연한 

동영상, 팟캐스트 음원이 포함되었다. 이에 더하여‘처음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익명의 청년에게 쓰는 편지’를 써 보도록 하였다. 이는 처음 

진단받았을 당시를 회상해 보고, 그 경험을 서술하는 것이다. 추가의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참여자 모두 기꺼이 심사숙고해서 쓴 

편지를 써서 나에게 주었다. 

4.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경험에 대한 의미 만들기

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의 의미를 찾기 위해 다음의 순서와 

같은 분석과정을 거쳤다. 첫째, 녹음 전사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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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둘째, 전사 자료를 

기반으로 사건을 시간적 순차대로 배열하여 도식화 하였다. 셋째, 전사 

자료에서 나타난 현상과 긴장을 찾아 이야기 맵을 구성하였다. 넷째, 

이야기 맵을 기반으로 3차원적 탐구 공간을 고려한 내러티브 기술 

(narrative accounts)을 구성하였다. 다섯째, 이야기 맵과 내러티브 

기술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맥락을 확인 후 재조직하여 연구텍스트를 

완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경험에 대한 의미 

만들기를 하였다. 

5.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1) 연구의 신빙성(trustworthiness)을 위한 노력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며, 스스로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험의 진실성은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정영선, 2016). 

이러한 관점에서 내러티브 탐구는 진실성보다 신빙성이 의미를 가지며, 

연구 결과가 신빙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Riessman, 1993). 

첫째, 설득성(persuasiveness)은 연구자의 해석이 이치에 맞고 

수긍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다. 이를 위해 나는 상세하게 서술 

하려고 하였고, 면담 전사 자료를 직접 인용하는 것 외에도 연구 

참여자의 삶을 풍부하게 보여줄 다양한 현장 텍스트(사진, 시, 증상 

노트, 회복 수기, 편지 등)를 제시하였다. 현장 텍스트를 해석하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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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구성할 때에는 지속적인 반성과 비판적 연구자로서 깨어 

있음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둘째, 대응성(correspondence)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결과물 

을 확인하게 하여 그 결과가 연구 참여자 자신이 의도한 것을 정확히 

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정을 구하는 것이다. 나는 연구 텍스트를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 확인 받는 참여자 절차(member’s check)의 

과정을 밟았다. 

셋째, 일관성(coherence)은 내러티브의 결과가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landinin(2013)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학문 분야 

이외에도 상이한 학문, 다양한 세대, 다문화적 구성원으로 구성된 반응 

공동체(response community) 안에서 초기의 연구 문제, 진행 중인 

중간 연구 텍스트, 최종 연구 텍스트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연구의 해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나는 동료 연구자 5인, 

내러티브 연구자 1인, 타 학문 분야 연구자 1인으로 구성된 반응 

공동체를 구성하였고, 연구 과정 중 연구 텍스트 및 해석을 그들과 

공유하며 나의 해석이 나의 경험과 맥락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검토를 받았다. 

넷째, 실용성(pragmatic use)은 연구자의 학문 분야에 연구의 

방법을 공유하며, 다른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연구 결과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본 연구가 추후 다른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과정 및 해석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실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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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성 제고

Clandinin(2013)은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된 삶의 경험을 일반 

청중에게 드러내는 최종 연구 텍스트를 구성할 때 개인적, 실제적, 

사회적 정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개인적 정당성을 살펴보면,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확장된 지식은 정신간호사인 내가 추후 조현병이 있는 이들에게 제공 할 

돌봄의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나는 본 연구과정 동안 인간 대 인간 

으로 마주앉아 오랜 시간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익혀 나갔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내가 내러티브 탐구자로서 살아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조현병이 있는 청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을 돌보는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이 될 

것이다.  청년 조현병 관련 정책의 제안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신보건 

자원의 발굴 및 그들의 특성에 맞춘 개별화 돌봄과 재활을 위한 지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본 연구의 

실제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여겨진다. 

조현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조현병에 대한 편견이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다. 아직도 조현병 하면 ‘강남역 살인사건(2016년 강남역 

부근 화장실에서 조현병을 진단받은 가해자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떠올리며 조현병이 있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진단받은 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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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치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본 연구의 결과인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을 환자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조현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냈다. 따라서 조현병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정당성을 확립하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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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현병이 있는 청년의 삶 이야기

본 장에서는 각 연구 참여자들이 들려준 자신의 삶과 경험들을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인 시간성, 사회성, 장소를 고려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하였고, 그들이 살아내고자 했던 이야기를 되짚어보는 

과정을 통해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가를 

기술하였다. 구성된 연구 텍스트에는 연구 참여자인 조현병이 있는 청년 

과 연구자인 나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있다. 나는 청년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의 삶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담아내었다.

1. 서지안

(1) 서지안의 이야기

첫 번째 참여자인 서지안과 전화 통화로 면담 약속을 잡으면서 나와 

서지안이 함께 알고 있는 00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첫 번째 

면담 날은 아주 날씨가 추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 한가운데에 서서 장갑도 없이 맨 손을 드러낸 채 책을 읽고 있는 

서지안을 보고, 나는 한 눈에 그녀가 연구 참여자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일상적인 소개와 인사를 나누고, 우리 둘은 가까운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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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안씨에 대해 이야기 해 주세요. 

서지안: 저는 현재 인권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2017년부터 기자단 

교육을 받았고, 교육은 봉천동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센터에서 

했어요. (2018.1.12. 첫 번째 면담)

서지안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인권 강사 교육을 받은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고, 강사 일도 네 번 정도 하였다고 말하였다.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어 테블릿 피씨를 산 것이 자랑스러운 듯 말하였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자, 서지안은 자신이 

12세였던 겨울로 이야기의 시점을 옮겼다. 

1) 엄마는 떠나고, 아빠는 무섭고, 동생은 아프고

열두 살이 되던 해, 경제적인 문제로 아버지와 자주 다투던 엄마는 

서지안과 어린 동생을 두고 집을 나갔다고 한다. 엄마가 그 전에도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기 때문에 서지안은 그 때도 곧 

돌아오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연락이 없다고 한다. 다시는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12세의 어느 날, 그 날은 서지안이 살아온 날 중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이라고 하였다. 첫 면담에서 서지안은 엄마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배신한 사람”(2018.1.12)이라고 표현하며,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든지 상관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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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지막으로 만났던 아홉 번째 면담에서 서지안은 엄마와 함께 

해리포터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었는데 보지 못했다며 아쉬워했고, 

요즘도 꿈에 나타날 때가 있어 무척 그립다며 많이 울었다. 

서지안: 남들한테는 (엄마를) 다 잊었다고, 이제는 원망 같은 것도 

안한다고 얘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요새도 가끔씩 

(엄마가) 꿈에 나오고 그래요.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꿈에서 

약속을 해요.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보자고, 기다리겠다고. 그게 

자꾸 꿈에 나타나요. 실제 약속한 적도 없는데 꿈을 꿀 때마다 

장소가 바뀌는데도 어디서 만나자고 하는 게 나와요. 내색은 안 

하는데 그립기도 하고 그래요. (엄마는)꼭 그렇게 나갔어야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2018. 10. 23. 아홉 번째 면담)

어린 시절의 아빠는 화만 내는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서지안은 

말하였다. 학교를 안 간다고 하면 때리고, 윽박지르고, 남들 시선이 

의식될 때에만 잠시 신경 써 주는 척 하였다고 한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아빠는 서지안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서지안: 차라리 아빠랑 살지 않고 엄마를 따라갔더라면 지금과 같이 

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2018. 1. 26. 세 번째 면담) 

하나뿐인 남동생은 서지안과 두 살 차이가 난다. 어릴 때 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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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억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뿐이다. 동생은 간단한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요즘은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할 때가 

많아 아빠와 자주 다툰다. 서지안은 엄마의 부재와 아빠의 무관심이 

동생의 성장과정에서 장애를 키운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였다. 동생이 

다니는 복지관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이 열리는데, 그 곳에 

참석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자식에게 관심이 많고 자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좋은 분들 같아서, 동생에게도 좋은 부모가 있었으면 지금처럼은 

안되었겠다는 생각이 들 때 마다 미안하고 마음이 안 좋다고도 하였다. 

나와의 대화 중 서지안이 빈번하게 언급했던 자신이 “장녀이고, 아픈 

동생을 챙겨야 한다”(2018.1.26)는 책임감은 서지안이 부모를 대신 

하여 동생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지안은 

상태가 괜찮을 때는 의식적으로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접으려 

노력하지만, 우울하고 자살 충동이 들 때는 동생의 불쌍한 처지도 

자신의 부정적 생각을 더 크게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엄마가 집을 나간 후, 서지안과 동생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게 되자 

서지안의 가족은 큰아버지 댁의 방 한 칸에서 큰아버지 가족 다섯 명과 

할머니까지, 총 아홉 명의 대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한다. 큰 집의 

사촌 오빠 둘은 일곱 살 경에 서지안이 가족과 큰 집을 방문했을 때, 

서지안을 성추행 했던 오빠들이었다. 어린 서지안 앞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보여주던 오빠들의 모습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난다고 하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서지안에게 앞으로 그 오빠들과 같이 있지 

말라는 말 외에는 그 일에 대해 함구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아무도, 

심지어 아빠조차도 모르는 사실이라며 서지안은 나와의 여덟 번째 

만남(2018.6.17)에서 아픈 과거를 이야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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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안은 이후 그 일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화가 났고, 

어디론가 숨고 싶고, 때로는 죽고 싶기도 하였다. 그 오빠들이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받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그 일을 다 잊은 듯 함께 살게 

된 서지안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은 자신뿐이고, 상처받은 것도 자신뿐이라는 생각을 하면 억울하다고 

했다. 그 오빠들의 자식들도 자신과 똑 같은 일을 겪었으면 좋겠다는 안 

좋은 생각도 했다고 하였다. 서지안은 얼굴 보는 것조차도 싫었던 그 

오빠들과 한 6년쯤 한 집에서 살아야 했다. 서지안은 그 경험을 지금도 

성인 남자들이 무섭고, 남자를 보면 피하게 되는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서지안은 자신을 버리고 간 엄마, 무관심하고 무섭기만 한 아빠, 

자기 세계에 갇힌 동생, 자신을 성추행한 사촌 오빠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채 홀로 어린 시절을 지내왔다고 하였다. 어린 시절, 부모 

이혼으로 인한 방임, 신체적 학대, 성추행 등 가까운 대인관계로부터의 

정신적 외상은 조현병의 발병 뿐 아니라 병전의 적응 정도에도 영향을 

준다(Haahr et al., 2018). 그러므로 서지안이 자신의 발병 원인으로 

가정환경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지목하는 것은 의미 있는 해석이다. 

가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받아야 할 지지와 사랑은 받지 못한 채, 청소, 

빨래, 설거지 등의 가사를 도맡아서 해야 했고, 장애가 있는 동생의 

보호자가 되어야만 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서지안은 가정 밖의 

사회 경험을 부정적으로 예측하게 되었다. 

서지안: 집안에서 이해 받기보다는 상처받고 싸우고 무섭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가족들 다 버리고 떠나야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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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했던 적도 있고, 가족 같은 건 짐 덩어리야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중략)……사회에서 받은 상처보다 가족들한테 받은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상처 받으니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거다, 사회에 나가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거다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 같아요. (2018. 10. 23. 아홉 번째 면담)

서지안의 아픈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면담이 진행되면서 더 

자세하게 묘사되었고,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너머, 

마음속에 품었던 부정적인 생각까지 이야기하게 되었다. 나는 서지안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성장과정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고 

연구자로서의 중립을 지키기 힘들었다. 무지(not-knowing)의 원리와 

해석학적 거리두기의 원칙(최남희, 2005)을 철저하게 지키기 보다는 

14년 동안 살아와 몸에 밴, 정신과 간호사 특유의 공감과 온정주의적 

태도가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경험도 하였다. 

서지안의 아픈 가족사가 초기 몇 번의 면담에서는 사실(fact)로 

나에게 다가왔으나 면담이 진행될수록 공감으로 번져가 가족이 서지안 

에게 주어야 했던 지지를 주고 싶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초기 

면담에서 서지안은 타인과 밥을 먹기를 극도로 꺼려하였는데, 나의 

권유로 일곱 번째 면담(2018. 4.24)에서는 함께 밥을 먹었던 경험이 그 

하나의 예이다. 또 한 번은 서지안이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 카페에 

가려고 알아본 적이 있는데, 엄마와의 기억이 아프게 남아있는 서지안을 

배려해 아이와 엄마가 함께 많이 찾는 곳 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고양이 카페를 찾아서 함께 시간을 보냈었다. 서지안의 내러티브를 

통해 서지안의 삶을 이해하게 된 나의 자연스런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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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구들은 낯설고, 거칠고, 지안이는 혼자였다. 

학창시절에 대하여 묻자 서지안은 한 마디로 ‘왕따’였다고 말 

하였다. 서지안의 친구들과의 첫 기억은 초등학교 1학년 미술 시간이다. 

교실 앞으로 나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발표해야 하는데, 얼굴까지 

시뻘게져서는 한 마디도 못 하고 한참을 제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서지안은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발표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쳐다보는 반 친구들의 시선이 무섭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아동기에 부모의 양육 행동이 수용적이고 온정적일 

때 아동의 사회성 발달은 성공적이지만, 반대로 신체적 처벌과 심리적 

통제 등 부정적 양육 행동을 하는 부모의 아동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위축되고 낮은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도현심 등, 2005).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 했던 서지안은 친구들 앞에 처음 

서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서지안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었으나 

친구들은 그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았다. 친구들이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한두 마디 말을 걸어올 때 쑥스러워서 대답을 하지 못 하면 

친해질 기회는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 같았다고 하였다. 친구들은 그런 

서지안의 의자를 숨기고, 서지안을 없는 사람 취급하였다고 한다. 나는 

학창시절에 대한 기억을 ‘왕따’라고 일괄하는 서지안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 해 본 적이 있었는지 물었다. 왕따 

경험의 부정적인 기억이 너무나 지배적이라 친구와 함께 했었던 긍정적 

기억은 의식 아래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참을 

고민하던 서지안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딱 한번 짝이었던 친구와 그나마 

가깝게 지냈던 적이 있었다며 새로운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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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도 친구가 없는 서지안과 친하게 지내 달라는 담임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놀아주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뒤로는 

마음의 문을 더욱 꼭 닫아버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신감이 없었던 

서지안에게 한 두 차례 있었던 친구 맺기의 실패 경험과 자의가 아닌 

담임 선생님의 부탁으로 다가왔었던 친구에 대한 기억은 다시는 친구를 

사귀지 못 할 것이라는 비합리적 사고를 이끌었고, 결과적으로 자기 

방어적 회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서지안: 그 뒤로 나는 친구들과 쭉 친해지지 못 할 거다, 계속 혼자 

일거다 이런 생각으로 미리부터 판단하고 친구들을 피하게 됐어요. 

(2018.3.16. 여섯 번째 면담)

부모님은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서지안을 때리거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서지안의 성격 탓으로만 돌렸다고 한다. 

서지안은 엄마가 집을 비우는 시간까지 학교 앞을 배회하다가 엄마가 

없을 때 집으로 돌아와 혼자 시간을 보냈었다고 하였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고, 친구들과 친해지기 어려웠던 서지안은 주변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 하고, 위태위태하게 중학생이 되었다. 

중학생이 되자 친구들이 괴롭히고 따돌리는 수위가 더 높아져서 

지우개 가루를 서지안의 얼굴에 뿌리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 일로 

서지안은 중학교 입학 3개월 만에 자퇴를 하였다. 아동청소년기에 

따돌림을 경험한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대인관계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현미열, 2016), 서지안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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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당한 따돌림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지안은 자신의 학창 시절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3.16. 여섯 번째 면담)라고 하였다. 실제로 서지안은 나와 만날 

때 마다 막힘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비해 유독 눈 맞춤만은 잘 하지 

않았다. 무표정했던 초반의 만남에 비해 횟수가 늘어나면서는 간신히 

미소를 짓기도 하였지만, 소리 내어 웃는 것은 끝내 볼 수 없었다. 

길에서 서지안을 만나면 늘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나는 

서지안이 일본 아이돌 그룹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기에 음악을 

듣느라 이어폰을 꽂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참 후 

이어폰은 “세상으로부터 나(서지안)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 

(2018.2.2. 다섯 번째 면담)으로 그 이어폰에서는 음악이 나오지 않는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지안은 여전히 혼자 있는 것이 

편했고,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힘들어 보였다. 그래서 음악이 

나오지 않는 이어폰을 귀에 꽂으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서지안을 만나면서 ‘어린 시절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던 서지안의 성격이 조현병의 취약한 

성격 특성일까?’ ‘조현병의 진행과정에서의 전구 증상이었을까? 라는 

궁금함과 함께 ‘서지안의 가족과 학교가 안정적인 지지체계 역할을 

했더라면 서지안은 발병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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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인지 모르고 집에서 지낸 6년

중학교를 자퇴한 서지안은 처음으로 정신병원을 갔던 열아홉 살 

전까지, 6여년의 시간을 “히키코모리처럼”(2018.2.2. 다섯 번째 

면담) 홀로 집에만 있었다고 하였다.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 외출은 

혼자 조조 영화를 보러 갈 때만 하였다. 가까운 동네 슈퍼조차 나가지 

않았고 필요한 물건은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하는 고립 생활을 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온라인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였지만, 

그곳에서도 서지안은 사람들과 마찰이 잦았고 그때부터 점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흉 볼 거라는 생각이 움트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마 이 즈음이 조현병 발병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서지안은 때로는 

무섭고 비현실적인 내용의 생각들이 떠올랐고 그 생각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도 안 되었으며 어쩌면 빙의나 신들림 일 수도 있다고 

추측만 하였다. 조현병의 초기에 겪는 정신증상의 경험은 두렵고 

당혹스러우며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시기를 겪는 청년들은 낯설게 

다가오는 그 이례적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분투하게 된다(Hasen et 

al., 2018; Kamens et al., 2018). 서지안 또한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6년 이라는 기나긴 혼돈 상태를 홀로 견디며 현실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아빠는 그런 서지안에게 병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동생의 

담임 선생님이 동생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말을 처음 했을 때, 

서지안도 선생님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정신증 미치료 

기간(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DUP)은 병의 장기적인 예후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DUP가 길어질수록 병의 예후가 좋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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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다(Sullivan et al., 2018). 박선철 등(2005)은 

DUP가 길어지는 원인에 대해 직업, 교육수준 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정신질환에 대해 무지하고, 정신진료시설로의 지정학적, 심리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접근성이 감소되어 있고, 또한 사회적 지지 체계가 

허약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서지안이 6년이라는 긴 시간을 홀로 

집에서 보내지 않고 조금 더 일찍 치료를 받았더라면 지금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랬다면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인권 강사 교육을 

받고, 인권 강사로 활동 중인 서지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정보 부족을 조기 치료의 방해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서지안: 조현병에 대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정신병 하면 

무서운 병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꼭 무섭기만 한 게 아니고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랬다면 저도 좀 더 

병원에 빨리 갔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신병원은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스무 살 다 돼서 가게 된 거고……조금 

더 일찍 병원에 가서 중 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집에서만 보내지 

않았다면 저도 대학을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2018.6.17. 여덟 

번째 면담)

서지안은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에 병으로 인한 혼돈과 싸우느라 

학업이라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완수하지 못 했다. 일곱 번째 만났을 때 

(2018.3.16.), 나와 대학교 캠퍼스 산책을 하면서 대학생들의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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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럽다는 말을 하였다. 또한 배움에 대한 아쉬움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책을 많이 읽고 자주 글을 쓰며, 뿐만 아니라 인권 강사 교육이나 정신 

장애인 예술 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우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언젠가는 늦더라도 자신이 번 돈으로 대학만큼은 꼭 가보고 

싶다는 학업에 대한 욕구와 강한 의지도 내게 표현하였다. 

4) 아빠의 손에 이끌려 정신질환 진단을 받다

서지안은 6여년의 시간을 방 안에서만 지내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다”, “계속 이렇게 있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2018.2.2. 

다섯 번째 면담)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혼돈 상태에서도 서지안은 그 

상황을 빠져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고,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을 

절실하게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열아홉 살이 되던 해, 집밖으로 나가지 않는 딸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아빠는 서지안을 동네 보건소로 데리고 갔다고 한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권해준 대로 정신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서지안은 그 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슨 약 인지도 모르는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당시 서지안에게 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나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 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사회에는 정신 질환, 정신 치료 및 정신 약물 복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반적으로 깔려있으며, 이는 서지안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서지안이 나와 처음 만났던 날 그린 인생 곡선 그래프를 보면 ‘정신과 

약물 복용’을 시작한 열아홉 살의 시점이 부모님이 이혼 한 때와 함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6년을 혼자 혼돈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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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가 이제야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었지만, 설명 없이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그 경험에 대해 서지안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2018.2.2. 다섯 번째 면담)라고 하였다. 

당시 서지안의 첫 진단명은 ‘사회 공포증’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약의 효과를 느끼지 못 한 서지안은 복약을 임의로 중단하였고, 병원도 

가지 않았다. 우울감과 자살 사고가 심해질 때면 다른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 보았고, 그럴 때마다 진단명은 ‘우울증’, ‘조울증’으로 바뀌 

었다고 하였다. 심지어 그 진단명조차도 서지안이 의사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병원을 옮길 때마다 의무기록이나 소견서를 떼면서 알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인지 서지안은 병원과 약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듯 보였다. 서지안은 정신과 폐쇄 병동에 두 번 입원 한 적이 있는데, 

입원해 있는 모든 환자가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들어야 

하는 단체 생활이 싫었고, 그래서 일주일도 버티지 못 하고 퇴원했다고 

하였다. 폐쇄 병동은 개인의 욕구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곳이라며 매우 

불만스럽게 표현하였다. 그럴 때면 나는 어느 새 과거 내가 일 했었던 

정신과 폐쇄 병동의 간호사로 돌아가 서지안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이유라는 것이 얼마나 

궁색한 변명인지를 나도 알기에 말을 아꼈고, 2017년부터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적용되면서 병원의 입원 환경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만 말 해주었다. 

스물두 살, 서지안은 OO이라는 청소년 사회복귀시설에 가게 

되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을 자퇴한 후 처음 해 보는 단체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그때부터 환청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서지안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곳에 나가고 싶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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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나 그 ‘사회복귀시설’이라는 이름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첫 

걸음”(2018.10.23. 아홉 번째 면담)이라고 여겨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곳을 붙잡고 있었다고 하였다. 한 달을 매일 나갔고, 

그 후 서지안은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서지안이 그 때까지 TV나 영화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조현병,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난폭하고, 헛소리를 하는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한다. 서지안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진단명이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당시 주치의는 서지안이 증상 노트를 

열심히 써 가도, ‘힘들다’, ‘죽고 싶다’ 아무리 말 해보아도 ‘약 

한번 늘려 볼게요’, 혹은 ‘바쁘게 살아보세요’라고 할 뿐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또 다시 과거 내가 정신과에서 일 

했었던 경험을 떠올리게 되었고, 천편일률적으로 환자들을 대하고, 약 

용량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했던 일부 의료진의 태도가 생각났다. 

환자의 절실한 호소를 상투적인 말로 위로하려 했던 부끄러운 나의 

모습도 떠올랐다. 그러는 사이 서지안은 그 어디에서도 적합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 한 채 3-4년을 허송 할 수밖에 없었다. 조현병은 

조기에 발견하여 첫 발병 5년 이내의 시기에 집중적인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가설(Birchwood, Todd, & Jackson, 1998)이 제기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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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끝이 보이지 않는 조현병의 터널 속에서 

서지안은 TV를 보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할 때에도 환청이 

멈추지 않았고, 그것이 현실에서 들리는 것인지 머릿속 가상의 인물이 

하는 말인지 헷갈렸다고 한다. 그 환청은 때로는 영어 단어와 한자를 

외우라며 재촉했고, 키우던 강아지가 죽자 제대로 돌보지 못 한 

서지안의 탓이라며 다그치기도 하였다. 때로는 ‘칼로 손목을 그어’, 

‘넌 쓸모없어, 이 세상에 없어도 돼’라며 서지안을 비난하였다. 

서지안은 이와 같이 환청이 현실에 집중하지 못 하게 하고, 일상을 

괴롭혔다고 말하였다. 환청으로 인해 힘들어 했던 서지안의 심경, 

그리고 그 환청에서 벗어나고자 혼자서 몸부림 쳤던 노력들이 다음과 

같이 서지안의 증상 노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환청이 멈추질 않아요. 전화 상담이나 카톡을 하면 그 순간은 

멈춰요. 근데 그 일을 멈추면 환청이 다시 들려요. 웅웅 쿵덕쿵덕 

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자꾸 제 목소리로 나 좀 죽여 달래요. 

검색해봤더니 환청이 들릴 땐 환청과 말다툼을 하래요. 그래서 저 

혼자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꺼져 이 미친년아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더 심하고 우울하고 화나고 무서워요. 항상 환청 들리셔서 

혼잣말하시는 분들이 무서웠는데 저도 그분들처럼 무서운 사람이 된 

거 같아서요. 니코틴패치처럼 자살충동방지패치, 환청방지패치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2016.10.2. 서지안의 증상 노트 중)

그러나 서지안은 나와의 아홉 번째 만남에서 자신의 삶을 괴롭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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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친구가 없었던 

서지안은 자신에게 환청을 들려주는 가상의 상대를 ‘친구’로 여겼다는 

것이다. 서지안은 “친구가 없었기에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들은 

방법대로 TV 속 주인공이 현실로 나와서 친구가 된다는 상상을 해 본 

적이 있었고, 그 때부터 환청이 시작되었다”(2018.10.23. 아홉 번째 

면담)고 하였다. 환청과 서로 대화하고, 환청에서 들은 내용을 글로 써 

보다 보니 그 소리가 친구처럼 편하게 느껴지면서 반말로 허물없이 모든 

것을, 심지어 비밀조차도 털어놓았고, 때로는 서로 욕 하며 싸우기도 

하였다고 한다. 반대로 환청이 들리지 않을 때에는 허전해서 약을 끊어 

볼까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는 영화 ‘뷰티플 마인드’의 주인공 

존 내쉬의 망상 속 인물인 룸메이트와 그의 어린 조카가 생각났다.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던 존 내쉬가 평생을 룸메이트와 조카의 존재를 

믿고 살았듯, 서지안에게도 환청은 유일한 친구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서지안이 경험했던 환청의 경험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과잉,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지안은 지나온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 

하는 듯 보였다. 

서지안: 오늘 말 하면서 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제 병의 발병의 계기 이런 것들이요. 솔직히 병원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문제라고 하니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겨짚고 넘어 

갔었거든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의 말을 따라야 하고, 

의사들 말 따라야 하고 그런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다는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2018.10.23. 아홉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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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서지안은 환청이 시키는 대로 칼로 팔을 그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변에서 그런 행동을 눈치 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래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 했다고 한다. 환청이 아니더라도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면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싶고, “숨 쉬는 것 자체가 부질없게 느껴지고 공허” 

(2018.1.26. 네 번째 면담)해서 자살 사고가 멈추지 않았다고 하였다. 

혼자서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늘 혼자 있다 보니 

“차라리 저 쪽 세상이 편하지 않을까, 저 쪽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허물없이 지낼 수 있지 않을까?”(2018. 1.26. 네 번째 면담), 

“죽으면 영화 ‘신과 함께’에서처럼 강림 같은 변호사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2018.10.23. 아홉 번째 면담) 하는 마음에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정신 장애인에게 나타나는 자살 

사고는 서지안의 경우와 같이 낮은 자존감, 실존적 영적 안녕감, 그리고 

낮은 가족 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서성이, 김희숙, & 김양태, 

2013). 또한 아래 제시된 서지안의 증상 노트에서 알 수 있듯이 자해는 

누군가에게 위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마음을 달래고 진정시키는 

자기 위로의 역할로 이해되기도 한다(김수진, 2016). 어쩌면 서지안의 

힘겨움은 오랫동안 지속된 외로움에서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 

서지안은 자살 생각이 참기 힘들만큼 지속 될 때, 오늘만 버티면 

재미있는 삶이 있다 생각하며 안간힘으로 버티고, 그래도 견디기 힘들다 

싶으면 ‘생명의 전화’에 전화를 건다고 한다. 잠이 안온다고 하면 

그래도 주무셔야 한다, 그런 뻔한 말을 듣게 될 지라도 사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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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걱정해 주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나면 마음이 안정된다고 

하였다.  

자해 하고 싶다. 몸이 아프면 마음 아픈 게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흉터를 보면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 거 같다. 마음의 상처는 겉으로 보이지 않잖아.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주는 거 같다. (2016.6.28. 서지안의 증상 노트 중)

서지안은 자려고 해도 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놀고 싶어도 

놀면 안 될 것 같았다고 했다. TV를 보다가도 글을 썼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그 사이의 빈 시간을 채우기 위해 잠을 줄여야 했기에 늘 

전전긍긍하는 시간을 보내며 살아야 했다고 한다. 현실에서는 

좌절스러운 일 뿐이었기에 잘 살고 싶다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 하게 

되자 불안과 죽고 싶은 생각이 생겨났을 것이라고 스스로가 해석하였다. 

서지안: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뭔가 불안증이나 자살충동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힘들었던 이유가 나는 잘 살고 싶어서 불안하고, 자꾸 

죽고 싶어지니까 진짜 죽을 까봐 불안하고, 그게 힘들었어요. 잘 

살고 싶어요. 남들처럼 백만 원, 이백만 원 벌어보고 싶기도 하고, 

돈 모아서 명품 백도 사고 싶기도 한데, 환경이, 아니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평범이 특별한 건 없겠지만 남들 하는 만큼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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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데 잘 못 따라가니까 자책도 많이 하고, 그게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2018.1.12. 첫 번째 

면담)

서지안은 나와 이야기 하는 동안 위와 같이 관찰자적 입장에서 

자신이 힘들어 했던 이유를 탐색하면서 스스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내러티브의 변화를 통한 자기 이해의 증진은 

건강과 웰빙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Anthony, 1993).

6) 비상구 문을 열고, 이제야 출발선에 서다.

서지안은 나와의 면담에서 병원을 옮길 때 마다 진단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냉소적으로 말 하였고, 약의 효과를 확실히 느끼지 못 

하고 있다고 말 하는 것으로 보아 병원을 신뢰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리고 청소년 사회복귀시설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지안은 병원과 

사회복귀시설을 가기 위해서 집 바깥으로 나와야 했고, 그것이 방안에만 

있던 자신을 사회로 나오게 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만약 병원이나 사회복귀시설이 없었더라면 

자신은 지금도 여전히 방 안에만 갇혀 젊음을 허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서지안: 싫어도 병원을 가야 하니까 가면서 버스 타고 왔다갔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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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사람들 한번씩 보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했던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솔직히 저 

혼자 가고 있으면, 저 사람은 혹시 정신병 아닌가? 저 사람은 

겉모습이 이상한데 이상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 들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보다 보니 저 사람은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걸 꿈에도 모르겠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이상하네, 그럼 

나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 한 

명일 뿐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조금씩 망상이 약해 

졌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냐 에 따라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스쳐가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조금씩 용기를 내게 된 것 같아요. 밖으로 나와도 괜찮다는 

용기요. (2018.10.23. 아홉 번째 면담)

스물네 살, 홀로 어려움을 견뎌오던 서지안은 긴 어둠을 뚫고 나갈 

비상구를 찾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사회복귀시설’이었다. 과거 

청소년 사회복귀 시설에서 한 달 만에 증상이 악화되었던 경험을 한 

서지안은 처음에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그 사회복귀시설도 

천편일률적인 단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이었고, 더욱이 그 시절 시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설 

주변 가정집에서 도난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시설의 회원들이 제일 

먼저 범인으로 의심을 받았고, 시설 바로 옆 슈퍼에는 아예 가지 말라는 

선생님의 지시를 들은 적도 있다고 하였다. 서지안은 그래서 사회복귀 

시설에 들어갈 때마다 혹여나 아는 사람이 보고 있지 않을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서지안은 자신이 과거에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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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다니지 못 했던 것이 “스스로가 사회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2018.10.23. 아홉 번째 면담)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해 보고자, 그곳에서 버텨보고자” (2018.10.23. 아홉 번째 

면담) 마음먹었다. 나는 이러한 서지안의 결정 에서 잘 살아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과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금 느꼈다. 또한 서지안 

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변화에 도전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서지안이 안간힘 쓰며 힘겹게 발을 내딛은 사회복귀시설에는 아픈 

것을 책망만 하는 아빠와 달리 자살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예쁜 팔목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말 해 주는 선생님들이 있었다. 한 번은 서지안이 

담당 선생님에게 막말과 욕을 하고 한 동안 시설에 나가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서지안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믿고 기다려 주었다고 

한다. 서지안이 아무리 문자를 자주 보내도 귀찮은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매번 답장을 보내주었고, 죽고 싶다는 말을 수십 번 반복해도 지치지 

않고, ‘지안씨는 정말 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다독여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서지안이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언젠가는 무엇이든 꼭 해 낼 거라며 끊임없는 

지지를 보여주었다. 서지안에게 사회복귀시설의 선생님 들은 담당 사례 

관리자 이상이었으며, 믿을 수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첫 번째 경험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타인과의 관계의 질은 회복 과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Hansen et al., 2018). 

서지안: 상담도 많이 도움이 됐지만, 사람을 믿는 다는 게 도움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왕따나 나랑 동생을 버린 엄마나 그런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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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서 많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미워하게 되고, 안 믿게 되고, 피하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진심으로 

다가오니까 제가 믿을 수 있는 분이 되어 주시니까 그게 좋은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도 용기를 얻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요새는 혼밥, 혼술 혼자 하는 게 많다지만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셋이 낫고 그런 것 같아요(2018.3.16. 여섯 번째 면담).

음악도 나오지 않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타인과 눈을 맞추지 않으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해온 서지안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경험은 더 큰 사회로 나갈 용기를 갖게 하였다. 오랜 기간 혼자서 힘든 

시간을 버텨왔던 서지안이 사회복귀시설의 선생님을 만난 뒤로는 힘들 

때 그 선생님을 떠올리며 의지해 왔던 것을 다음의 증상 노트에서 알 수 

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든 이 시기가 언젠가는 지나갈 거라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시기를 

지나 보낼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이제 휴일도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만 지나면 

선생님을 만나겠죠...... 힘든 기간을 어떻게 빨리 지내 보낼 수 

있을까요......(2016.10.2. 서지안의 증상 노트 중)

스물다섯 살, 서지안은 사회복귀시설의 소개로 참여하게 된 

‘당당리더 프로그램’에서 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회복에 대한 강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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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당당리더 프로그램’이란 정신 장애인이 

다른 동료 정신 장애인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동료지원활동의 일종이다(이근희, 2014). 서지안은 그 동안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은 조용하고 음침하며, 사회적 역량이 일반인에 비해서 

떨어져 있다“(2018.1.12. 첫 번째 면담)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그 동료의 강연을 들은 후 “조현병이 있어도 저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한 번 해 보고 싶다”, “저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못 하겠냐!”(2018.1.12. 첫 번째 면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반인 못지않게 대중 앞에 당당하게 선 동료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 서지안에게는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시작점이 되었다. 

스물여섯 살, 서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당사자 인권 강사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 한 후, 인권 강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이제 서지안은 강의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재미있었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 하고 제 

자리에 서 있기만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발표 공포가 있었던 서지안이 

이제는 강연대에 올라서는 것에 대한 공포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즐거움으로 느낄 정도로 변화한 것이다. 그 갑작스러운 변화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 해답은 서지안의 다음 과 같은 말 속에 찾을 수 

있다. 

서지안: 저는 제가 이렇게 주목받고 싶어 하는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한번 주목을 받으니까 더 받고 싶고,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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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앞에 서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어려서부터 집에서 

항상 무시당하기 일쑤였는데, 그런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깨달음을 얻고 그런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강의가 

끝나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강사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2018.10.23. 아홉 

번째 면담)

서지안은 인권 강사 활동을 하는 동안 경험한 사회적 학습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고, 성장이나 희망에 대한 동기를 갖게 되어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Salzer & Shear, 2002). 또한 

더 이상 ‘환자’가 아닌 역할과 책임을 가진 ‘활동가’로의 전환 

(하경희, 2012)이 서지안에게 강력한 힘과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서지안이 당당리더 프로그램에서 본 당사자 강사의 모습에서 자극 받았 

듯, 이번에는 서지안의 강의를 들은 또 다른 동료들에게 서지안이 롤 

모델이 되는 경험도 하게 되었다. 또한 서지안은 나의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를 위한 기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이 서지안에게 살아 숨 쉬는 

듯한 생동감을 주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사람과 함께 자신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이근희, 2014). 

제가 활동하는 모습이 OO회원들에게 롤 모델 같은 게 됐다고 

했었잖아요. 선생님이 연구하는 것도 그렇게 널리 전달돼서 또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듣고 롤 모델로 생각해서 회복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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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2018.4.24. 여섯 번째 면담)

서지안은 긴장해서 말이 빨라진 강의 날에는 다음 번 강의에서 

속도에 더 신경을 썼고, 강의를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며 토론식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의 

내용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스크랩하고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했다.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서지안은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는 인권 강사 

일을 정말 즐기는 듯 보였다. 

그러나 자신이 조현병의 회복과정에 있다고 여기는 이들에게도 

취약성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이 취약성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에 

따라 다른 경과를 보이게 될 것이다(Hansen et al., 2018). 서지안은 

인권 강사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였다. 인권 

강사 양성 교육을 받을 때는 교육이 있는 화요일이면 나가기 싫어서 

아프다고 땡땡이칠까, 그만 둘까 고민한 적도 있고, 강의를 앞두고 

밀려오는 부담감에 잠수를 탈까 망설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하경희(2012)는 동료지원활동 과정에서는 긍정적인 경험뿐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도 하게 되며, 이 때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부정적인 경험을 견뎌내는 힘을 기를 수 있다 하였다. 

서지안도 그럴 때 마다 “실패하더라도 부딪혀 보자”, “겁먹고 숨지 

말자”(2018.1.12, 첫 번째 면담)라며 자신을 다독였고, 결국 포기만 

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 다는 것을 직접 경험 해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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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당사자 인권 강사로 강연을 나가지만 저도 누군가 제게 

손가락질할 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게서 등을 돌린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날 걱정하고 날 위해줄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각박해 보이지만, 또 그만큼 따뜻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처음 당사자 인권 강사 일을 시작하면서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당사자 분에게 ‘앞에 나선 선생님의 용기에 박수를 

드립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은 아직도 제게 힘이 

되고 있어요. (조현병을 처음 진단받은 청년들에게 보내는 편지)

스물일곱 살, 서지안은 인권 강사 외에도 정신장애인 당사자 

기자단, 정신장애인 예술단에서의 활동을 겸하고 있다. 나는 아홉 번째 

마지막 면담을 마친 후 서지안이 출연한 연극을 보러 갔다. 그 날은 그 

동안 인권 강사 일은 어렵지 않게 하면서도 연극 무대에 서는 것만큼은 

자신이 없어 스텝으로만 활동해왔던 서지안의 연극 무대 데뷔 날이었다. 

무대에 선 서지안에게 조금의 어색함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시뻘게지고 말 한마디 하지 못 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인권 강의를 넘어 연극 무대에 까지 서게 된 자신감 있는 

서지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연극을 마친 후 서지안은 나에게 ‘최초 

발병 증상이었던 무대 공포증 극복! 항상 선생님 앞에서 울기만 한 거 

같은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공유해 온 나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공유하는 경험은 서지안에게 또 

다른 역량강화의 기회가 되어 미래의 삶을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할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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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좋은 시기, 나쁜 시기도 있지만, 그런 시기일수록, 나를 

가꾸는, 내 인생을 키우는, 육성시키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서 쓸모없는 시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슬픈 

기억들을 딛고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18.4.24. 서지안의 

인권교육 강의안 중).

서지안은 스스로를 “이제야 출발선에 선 사람”(2018.3.16. 여섯 

번째 면담)이라고 표현 하였다. 조현병을 가지고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사회 밖으로 나오지 못한 6년의 긴 시간을 지나, 사회복귀시설에서 만난 

선생님들의 지속적이고 따뜻한 관심과 당당하게 인권 강사를 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남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 낸 서지안은 

이제 출발선에서 힘찬 스타트를 할 차례이다. 

7) 계속해보겠습니다. 

유독 여름 더위를 힘들어한다던 서지안은 올해 여름에도 어김없이 

재발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6월, 유난히 더웠던 어느 날 풀 죽은 

모습으로 나타난 서지안은 그러한 자신의 변화를 부정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누구도 자기의 삶을 예측할 수 없다 하잖아요. 계속 변하는 거고, 

그런 거랑 같죠. 저도 계속 변하고 있고, 저의 삶도 저를 따라 계속 

변할 거고……흐르는 대로 내버려 둘 거예요. 너무 큰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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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면요, 흐르는 대로. 정신병이 없더라도 누구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인생은 롤러코스터라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2018. 6. 17. 여덟 번째 면담)

인간은 누구나 삶이라는 바다에서 폭풍, 침몰 또는 난파에 직면할 

수 있으며, 배를 수리하고 다시 항해를 시작하게 하여 삶의 여정을 

지속하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Barker, 2001). 서지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6월의 재발을 극복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와 다시 만나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최근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 해 주었다. 그리고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기 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며 나아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가진 것도 없는데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요. 조현병이 

완치되기가 힘든 병이라고 들었는데요, 요새는 이것을 약 끊고 

완전히 사회로 나가는 것만을 회복으로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약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것도 회복이고 완치다 그렇게 

본다고 들었거든요.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는 완치율이 그렇게 

낮으면 차라리 죽어 버리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약 

먹으면서 조절되니까 굳이 약을 끊지 않고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남들이 바라보는 만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에 

고마워하고 있어요. (2018. 6. 17. 여덟 번째 면담)

서지안은 요즘도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자살 충동 그리고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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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결코 자기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시도해 보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지안이 살아내고자 하는 이야기(Stories to Live by)

조현병을 가지고 살아온 서지안의 삶의 경험은 서지안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서지안은 조현병을 가지고 살아온 자신의 삶을 

부정하지 않고 온전히 수용하고 있다. 정신 증상인 환청, 우울 그리고 

자살 사고가 지속되고 과거부터 어려웠던 가정환경은 나아질 기미가 보

이지 않지만, 서지안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병을 자신의 일부로 여

기고 있다. “그것 또한 나다”(2018.1.26. 네 번째 면담)라고 하며, 자

신을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20대”로 생각하고, “병을 흘러가는 대

로”(2018.2.2. 다섯 째 면담) 두겠다는 받아들임의 자세는 서지안을 

‘환자’에 머물러 있기 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자기 통제감을 증가시킨다(Hansen et al., 2018). 최근 정

신 증상이 완전히 사라져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인 ‘결과로서

의 회복’ 못지않게,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주변 환경과 상

호작용하면서 한 걸음씩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회복’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이근희, 2014; Corrigan et al., 2005). 조현병

이 있지만 그대로를 인정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서지안

의 모습은 과정으로서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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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서지안 作, “선식”, “난로”

녀로서 갖는 가정과 아픈 동생에 대한 책임감은 회복의 또 다른 요소로

서  작용한다(Noordy et al., 2002). 서지안은 자신을 비유 할 만한 사

물을 사진으로 찍어보도록 요청하자 “선식”과 “난로”[사진 1]를 찍

고는 “먹으면 든든하고,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나와 닮았다.”라

고 하며 자신을 책임감 있는 존재로 나타냈다. 이와 같은 서지안에게 희

망은 외부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서지안의 미래의 삶을 긍정적으로 조

망하게 한다. 

둘째, 서지안에게 조현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이었다. 그 동안 가족 및 친구와의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경험하지 

못 한 서지안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등록하게 된 사회복귀시설에서 

만난 선생님들은 담당 사례관리자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그 선생

님들로부터 받은 이해받고 지지받는 돌봄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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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 전환점이 되었다(Hansen et al., 2018). 또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 강사, 기자,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

되면서 서지안을 사회로 한 걸음씩 내 딛을 수 있게 하였다. 처음에는 

서지안도 자신의 진단명인 조현병에 대해 무섭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

올리며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나와 내러티브를 구성해 가는 동

안 자신에게 조현병이 있었기에 사회복귀시설에 등록할 수 있었다는 점

에서 조현병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이 모든 면에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표현하였다. 서지안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

기 이해와 자기 존중능력이 향상된 것이다 (공병혜, 2010).

본 연구에서 나는 서지안의 살아내고자 하는 이야기를 통해, 

서지안이 조현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은둔했던 

청소년기를 지나 세상과 현실을 기피했던 존재에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책임 있게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서지안이 조현병을 가지고 살아내고자 했던 이야기를 가능하게 했던 

데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자원의 도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서지안이 연구 도중에도 증상이 악화되는 경험을 

했고, 자살 사고가 자주 나타났으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스트 

레스가 동반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미래에 또 다른 다양한 

변화가 예측된다. 따라서 앞으로 서지안의 살아내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새롭게 구성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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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민수

(1) 한민수의 이야기

두 번째 연구 참여자인 한민수는 내가 자원 활동가로 참여 했었던 

청년 조현병 자조 그룹에서 처음 만났다. 큰 키에 건장한 체구이지만 

온순한 얼굴을 한 한민수는 자조 그룹 내에서 모범적인 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한 달에 한번 있었던 야외활동 내용이 정해지면 

한민수가 다른 회원들을 위해 사전 답사를 다녀오는 일을 자진했었다. 

자원 활동가로서 나도 몇 번 동행한 적이 있었는데, 성실하게 활동을 

준비하던 한민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자조 그룹 밴드에 현실을 

비관하는 다른 회원들의 글이 올라왔을 때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며 

격려하는 한민수의 댓글을 본 적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한민수가 나의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을 때, 믿음이 가는 참여자를 

만났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더구나 사례관리자로부터 한민수가 최근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곧 제과제빵 학원에 다닐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던 터라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구직 과정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이 기대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해 달라고 요청 

했을 때 한민수가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의 주제는 그 동안 나에게 

각인되었던 바른 생활 사나이의 이미지가 무색하게 어린 시절 친구들 

과의 싸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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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당하게 맞서지 못 했던 겁 많은 아이

한민수: 제가 애들을 좀 많이 때렸어요. (2018.2.22. 첫번째 면담)

한민수는 친구들에게 폭행을 가했던 경험으로 대화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상 한민수가 먼저 남을 때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초등학교 시절, 반 친구들은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왔고, 계단 위에서 

지나가는 한민수의 머리로 쓰레기를 던졌다고 한다. 성추행 하듯 

한민수의 몸을 더듬는 친구도 있었고, 돈을 빼앗아 가기도 하였다. 

내성적인 성격의 한민수는 겁이 많았고, 그 친구들에게 당당히 맞서지 

못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학년이 될수록 점점 덩치가 커지면서는 반대로 한민수가 

덩치가 작은 친구들을 괴롭혔다고 한다. 한민수는 그 때 자신도 ‘힘 

자랑’을 하고 싶었다고 말하였다. 정신증을 보이는 청소년에게 상당한 

비율의 폭력 행동이 관찰되는데, 이는 한민수의 경우와 같이 주로 

괴롭힘에 대한 반응적 분노로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et al., 2018). 

또한 아동청소년기에 따돌림의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한 

피해-가해군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타인에 대한 가해로 보상받거나 

혹은 또래 폭력의 표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해에 가담하기도 하는데, 

이때 경험하는 심리적 혼돈은 단순한 가해, 피해 집단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현미열, 2016). 한민수도 그때의 자신의 폭력 행동이 

비겁했다고 여기고 있고, 자신이 누군가를 때렸다는 죄책감은 성인이 된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급기야는 동창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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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때 자신이 때렸던 친구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사과를 했었다며, 그 사실을 나에게 여러 번 강조하였다. 그렇게 해서 

지금껏 마음에 남아있는 죄를 씻고 싶어 하는 듯 보였다.  

고등학생이 된 한민수는 여전히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 했다고 

한다. 그러나 친구가 없는 것 외에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인터넷 게임 몇 시간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여느 남자 

고등학생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이었다. 그런데 고3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에 한민수는 기이한 사건을 경험 하였다고 한다. 얼굴은 

알지만 말 한마디 해 본 적 없는 중학교 때 여자 동창생이 자꾸만 

한민수의 눈앞에 나타났다. 게다가 그 여자 동창생은 매번 다른 남자 

친구를 대동하고 있었고, 입에 담기 민망한 말을 뱉고 간 적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의 상황을 모두 사실로 믿었던 한민수는 그 여자 동창생에게 

‘다시 한 번만 내 눈앞에 나타나면 죽여 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그녀는 한민수가 ‘미친놈’이라는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한다. 이러한 

일로 한민수는 혼란스럽고 괴로워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고, 결국 

수능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 했다. 그러나 다행히 수시 

전형에서 합격을 해 놓은 학교가 있어서 지방대 경영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다. 한민수는 그 여자 동창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면, 

그 때부터 망상이 있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순간에도 그 

때의 일이 진짜였는지, 망상이었는지 자신도 알 수 없다며 깊은 한숨을 

내 쉬었다.

이와 같이 한민수는 학창시절 또래로부터 받은 괴롭힘에 대해 

폭력이나 폭언으로 대응하였으며,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정당한 



- 76 -

방식으로 대처하지 못 하였다. 그러한 과거의 경험에서 기인한 수치심,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성인이 된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고, 

한민수의 마음에 괴롭게 남아있다. 

2) 폭력과 억압의 군대, 

그곳에서 버티기 위해 생겨난 완벽한 신이라는 믿음

한민수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 입대를 하였다. 평소 별명이 

로봇 이었을 정도로 움직임이 유연하지 않았고, 행동이 빠릿빠릿하지 못 

했기에 군대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였다. 남들보다 체력도 

약했고, 더군다나 군대에서 자주 하게 되는 축구도 잘 못 했다고 한다. 

대학생이 된 한민수는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군대에서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 관심 병사’가 되어 있었다. 

선임들은 한민수에게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으며 갈구었고 주짓수 

기술까지 걸며 구타를 일삼았으며, 후임들은 대놓고 무시하였다. 

한민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위축되어갔다고 하였다. 악랄한 중대장을 

피해 다른 부대로 옮겨 보기도 하였지만, 옮겨간 부대의 착한 중대장 

밑에는 중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많이 갈구는 악덕한 선임들이 

있었기에 어느 부대에 있던 힘든 상황은 똑같이 재현되었다고 한다. 

선임 한 명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부대 전체가 그 기분을 맞추려고 

조심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화가 나도 참고 있을 수밖에 다른 대처 

방법을 알지 못 했다. 한민수는 나에게 그때의 경험을 “사면초가 

(四面楚歌)의 상태와 같았다”(2018.3.1. 두 번째 면담)고 하였다. 즉, 

한민수는 적에게 둘러싸여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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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를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의무병제로, 19세에서 20대 초반의 남성들은 징병 

검사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2018년 현재 21개월에서 24개월 간 

군 복무를 하게 되어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취약성이 있는 경우 군 

복무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강한 통제 및 신체적 활동이 증가하는 군 

복무가 이들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Chong et al., 2007). 

따라서 한민수에게 군대에서의 경험이 조현병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민수는 군대를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발병 원인을 군 입대에서의 폭력과 억압으로 확신하고 

있었고, 나와 만날 때마다 어김없이 군대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민수가 군 복무 중이던 2010년에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부대에서 비상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한민수는 이후 인터넷에서 

연평도 포격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내용의 일부 댓글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 했다고 하였다. 자신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는커녕 조롱만 당하는 것 같았기에 힘들게 보내고 

있는 그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회의감까지 들었다고 한다. 

Honneth의 인정이론(theory of recognition)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기의식이나 정체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긍정하는 행동을 인정 

(recognition)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적 인정이 개인으로 하여금 

‘긍정적 자기의식’을 갖도록 한다고 하였다(철학아카데미, 2013). 

군대에서 폭력, 억압 그리고 무시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던 한민수는 그 

인터넷 댓글로 인해 자신이 고생하며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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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지 못 하는 것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상황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것인 지도 모른다. 또한 그러한 경험은 한민수의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 형성에 기인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민수는 점점 우울해져 갔고, 군대에서의 시간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혼돈을 느꼈을 때 스스로 군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곳에서 한민수가 받은 도움은 군의관이 지어준 항우울제 몇 주치 

뿐이었다. 한민수는 그 때 만약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더라면 지금 

보다는 자신의 상황이 나아졌을 것 같다고 말하지만, 당시에는 자신도 

정신병에 걸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일병이 된 한민수는 우주의 시간이 자신의 탄생과 죽음에 맞추어져 

있고, 자신은 몇 천만번 죽었다가 되살아난 신의 존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매일 밤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러 올 외계인을 기다 

리면서, 옆 자리 후임에게는 자신이 잠자면서 말 하는 코드가 있으면 

적어 달라는 엉뚱한 부탁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하였다. 그 때 그 후임은 

한민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테지만 선임인 한민수의 명령에 

따랐다고 한다. 

한민수: 망상이 계속 있었어요. 제가 신이 된다는 망상을 하면서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생각 한 거죠. 제발 사실이었으면 

사실이었으면…… 그러다가 그 망상을 믿어버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냥 완벽해 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살아오면서 나를 열 받게 하거나 괴롭혔던 사람들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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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어요 지금은 내 머리가 터져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는. (2018. 3. 11. 세 번째 면담)

망상은 현재 자기에 대한 믿음과 이상적인 자기 사이의 차이로부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둘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자아존중감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Bentall et al., 2001). 자신을 신이라고 믿는 

한민수의 망상은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던 한민수의 심리적 욕구와 

실제 군대에서 당한 폭력과 무시 경험 사이에서 발생한 불일치에서 

기인한 결과이다(Westermann et al., 2017). 한민수는 어린 시절 

자신이 당했던 폭력에 대한 반응으로 덩치가 커졌을 때 약한 친구들을 

때렸 듯, 강한 힘을 지닌 신이 되어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신이라는 망상은 한민수의 좌절된 욕구의 

성취이며,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보존하기 위한 나름의 방편이었다. 

그렇게 한민수는 군대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해 “신이 되어 죽이고 

싶은 애들을 다 죽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2018.3.1. 두 번째 

면담)는 생각을 하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들어갔다. 

3) 터져버린 폭탄과 같은 조현병 발병

스물두 살, 한민수는 군대에서 전역 한지 두 달 만에 정신과 폐쇄 

병동에 강제 입원을 당했다고 한다. 병원에 한 번 가보자는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대학병원 정신과 외래에 갔는데, 부모님은 곧바로 입원에 

동의하는 사인을 하고는 한민수를 폐쇄 병동에 입원시켰다. 당시 

한민수는 자신은 신이고, 자신이 아닌 부모님이 ‘비정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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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다고 한다. 자신을 강제 입원시킨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어서 부모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민수는 그때의 일이 생각나는 듯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입원한지 2주 만에 정신과 의사는 한민수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렸다. 혹자는 조현병을 진단 받은 것이 ‘삶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절망적인 경험’(이근희, 2014)이었다고 한다. 

한민수에게도 조현병을 진단 받은 경험은 단순히 어떠한 병에 걸렸다는 

것 이상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고, 이제 털끝만큼의 희망도 없다” 

(2018.3.1. 두 번째 면담)는 생각까지 들게 한 고통스러운 기억 

이었다고 한다. 

정신과 폐쇄 병동에 처음 입원 한 한민수는 다른 환자들의 다양한 

증상을 보고 있는 것도 매우 힘들었다고 하였다. 자신은 한 번도 미국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전에 미국에서 만난 적이 있지 않냐 며 아는 척을 

하는 환자의 모습에 당황이 되었고, 종일 혼잣말을 멈추지 않는 환자로 

인해 밤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전에 TV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자신도 평생 폐쇄 병동에 수감되어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비참해졌고, 급기야는 병원에서 나가게 되면 자살을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이혜경과 신희정(2011)은 정신과 폐쇄 병동 

입원 경험에 대해 ‘파국적 삶을 이끄는 고통’, ‘평생을 옭아매는 

올가미’, ‘살아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시간’등으로 표현 하였다. 이와 

같이 조현병을 진단받고, 정신과 폐쇄 병동에 입원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 이름 이상의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한민수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자아존중감은 더욱 낮아졌고, 낙인을 내재화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Hansen et al., 2018; Kins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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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병원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한 한민수는 병동의 치료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였고, 증상은 숨긴 채 ‘정상인’처럼 보이기 

위한 연기를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주치의와 부모님이 한민수의 망상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믿게 된 입원 5주 만에 퇴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민수는 실제로는 한 번 굳어진 망상은 없어지지 않았고, 자신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고 말 하였다. 

한민수는 퇴원 후 외래 통원치료를 꾸준히 다니면서도 일 년쯤 

지났을 무렵에서야 자신이 신이라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자각 

하게 되었는데, 그 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정신병이 있을 

뿐이다.”(2018.3.11. 세 번째 면담)라는 생각에 더욱 괴로웠다고 한다. 

조현병의 정신 증상이 감소되어 갈 때 현실감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삶에 대한 절망과 혼동을 경험하게 되며, 그러한 경험은 차라리 증상이 

있었던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래서일까? 한민수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표현하고, 약 복용을 꾸준히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너는 정신병이 아니다. 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2018.3.11. 세 번째 면담)라는 생각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 

한민수: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망상이랑 다른 하나는 아니다, 너는 

그냥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라는 생각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한 편에서는 그래 내가 신이면 좋았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내가 신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서 

멈추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아, 이대로 살아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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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겠다 도태되겠구나 싶어 일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자라고 해서 

취업 성공 패키지를 신청한 거고요 그런 거죠. 현실과 망상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실에 집중해야죠, (2018.3.17. 네 번째 

면담)

이와 같이 자신이 신이라는 망상과 단지 조현병 증상이 있는 환자 

일 뿐이라는 생각이 양쪽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한민수는 당면한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민수는 가까스로 대학 졸업까지 하였지만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1년 반 동안을 집에만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다. 망상이 다 사라진 줄로만 알고 있었던 부모님은 이제 

‘정상’이 되었는데 왜 일을 구하지 않는 거냐며 한민수를 채근하였다. 

그러나 조현병 환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무의욕과 대인기피까지 지닌 채 

일반인들과 경쟁해야하는 암울한 현실 보다는, 자기만의 판타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더 컸고, 그럴수록 더욱 더 

망상에 기대게 되었다고 한다. 나와의 마지막 면담에서 한민수는 망상에 

대해 자신의 “약한 뇌를 지켜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자기방어” 

(2018.9.15. 여덟 번째 면담)라는 표현을 하였다. 문제의 원인을 

군대라는 외부요인으로만 확신하고 있었던 한민수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 

하고 다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취약함과 정신증상과의 관련성 

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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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제가 원래 군대 가기 

전에는 뭐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군대 다녀와서 정신병 걸려서 제가 

말 했잖아요, 그때 모든 걸 포기한 상태가 돼 버렸다고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 가지고 구인구직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도 계속 

있어요. 그게 정신병의 문제도 있고, 자기가 정신병 걸렸으니 

포기해서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같이 공존 하는 거죠. 자기가 

정신병을 앓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이랑 경쟁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는 좌절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되는데 자기 자신이 정신병에 걸렸으니까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걸 낙인이라고 하죠. 또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요. 동작이 느린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건 하면 

되는데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안 

만나고 싶고 그렇죠. 부모님도 항상 물어봐요. 너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냐, 두렵진 않은데 미래에 저를 만나게 될 사람이 

저를 욕하게 될 까봐 그런 건 두려워요(2018. 9.15. 여덟 번째 

면담)

나는 한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 정신과 폐쇄 병동 간호사로 일 

했을 때에 재입원을 반복했던 청년 환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은 

정신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을 해도 사회에 나가면 현실의 높은 벽에 

맞닥뜨려야 했고, 아무런 도움 없이 홀로 벽에 부딪혔을 때 자아가 약한 

그들은 다시 증상에 기댈 수밖에 없기에 재발 및 재입원의 악순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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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취약함이 있는 한민수가 조현병 발병 후에도 만기 

제대를 하고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이 나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조현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과업을 성취할 수 있게 돕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민수에게 만기 제대를 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신 증상이 가장 심했던 군대에서 

한민수가 만기 제대를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망상’이었다고 

한다. 한민수는 “내가 신이라는 생각, 강한 힘으로 이곳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망상이 나를 존재할 수 있게 하였고, 그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 주었다.”(2018.9.15. 여덟 번째 면담)고 하였다.

요즘 한민수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면 망상에 기대는 대신 

로또를 산다고 하였다. 내년이면 서른 살인데, 또래에 비해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는 현실을 자각할 때면 우울해지고, 그럴 때 로또를 사면 

“나도 행복해 질 수 있다는 믿음, 그 말 같지도 않은 희망을 가질 수 

있어 안심”(2018.9.15. 여덟 번째 면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럴 때 로또는 한민수에게 “우울한 기분을 달래주는 부적” 

(2018.9.15. 여덟 번째 면담)의 의미로 망상을 대신 할 또 다른 기댈 

곳이 되어 주었다. 

4) 자조 그룹을 딛고 생활의 중심 잡기

대학 졸업 후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한민수에게 주치의는 낮 병원을 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만성 환자 

비율이 높은 낮 병원의 회원들을 본 한민수는 “(회원들이)나보다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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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고, 그래서 그 곳(낮 병원)에 나가기 싫었다”(2018.3.1. 두 번째 

면담)고 하였다. 한민수는 차선책이었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였고, 그 센터에서 운영 중이었던 청년 조현병 자조 그룹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조 그룹 참여 첫 날, 한민수는 자신과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또래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긴장이 되었다고 한다. 다른 회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했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가 더욱 궁금했다고 하였다. 한민수는 자조 그룹 회원들이 

낮 병원에서 보았던 사람들처럼 기능이 떨어져 보이지 않기를 바랬다. 

왜냐하면 자신과 같은 병을 가진 그들의 모습은 한민수에게 곧 타인이 

보는 자신의 모습과 같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낮 병원의 회원들과 달리 

자조 그룹에서 만난 동료들은 다행히 “정상처럼”(2018.3.1. 두 번째 

면담)보였다고 한다. 한민수가 그토록 원하는 ‘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던 동료들은 한민수에게 자조 그룹에 참여 해 보고 싶은 동기 

부여가 되었다. 

한민수: OOOO 모임에 처음 나갔을 때는 조금 떨렸어요. 과연 나랑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근데 

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OOO 같은 경우에도 설명 잘 하고, OOO도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 

‘정상’이었고……OOOO 모임을 하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서로 다 노력을 하거든요. 

OOO도 취업성공 패키지 하려고 했었고, OOO는 이미 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다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뭐하고 



- 86 -

있는 거냐 이런 자책도 하고 그랬어요. (2018.3.1. 두 번째 면담)

자조 그룹에 처음 참석했던 날, 한 친구가 한민수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고 한다. 그 친구는 한민수보다 한 살이 어렸지만, 말이 잘 

통했고 조현병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는 듯 보였다고 한다. 그 

친구로부터 조현병도 약만 잘 먹으면 ‘정상인’처럼 살 수 있다는 것과 

같은 한민수가 그 동안 몰랐던 내용을 듣게 되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2018.3.1. 두 번째 면담)고 하였다.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자리를 알아보거나 취직을 위한 공부를 하며 현실적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한민수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친구와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2018.3.1. 두 번째 면담)였다고 말하였다.

한민수: 일단 정신병 환자들은 혼자만 있게 되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마저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으니까 OOOO 모임을 통해 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자신의 문제점도 

알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 병을 치료 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OOOO 회원중에서도 

몇몇은 사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OOOO 모임이 매우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모였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요. 그게 중요한 거죠. (2018.3.17.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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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면담)

한민수는 그 친구와의 만남 이후로 약을 잘 먹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처음으로 취업을 해야겠다는 욕구도 생겼다고 한다. 자조 그룹 

활동 외에도 다른 몇몇의 동료들과도 어울려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면서 중학교 때 이후 처음으로 또래들과 어울리는 경험도 하였다. 

그러면서 늘 사로잡혀 있었던 군대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조금씩 

해소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동료집단에 참여하는 것은 공감 받고 이해 

받는 함께함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지지, 자기 효능감, 그리고 삶의 

질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증상과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Castelein, 2008; Hansen et al., 2018). 또한 한민수의 경우와 

같이 조현병을 진단 받은 후 무력감과 좌절 속에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 

할때 사회로 나가기 위한 용기를 갖게 한 출발점이 되어 줄 수 있다. 

5) 든든한 버팀목이자 삶의 원동력인 가족

한민수의 부모님은 한민수가 아플 때 마다 같이 아팠다고 한다. 

부모님은 한민수가 처음 정신과 폐쇄 병동에 입원 했을 때나 재발을 

했을 때, 그리고 약을 안 먹겠다며 버틸 때 마다 눈물을 보이시며 

한민수를 타일렀다. 내가 한민수를 만나기 위해 집을 방문하면 늘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셨던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매일같이 한민수의 약 

복용 여부를 직접 확인 하신다고 한다. 한민수는 약은 빼 먹지 말고 잘 

먹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약 때문에 몸이 가라앉고, 손이 덜덜 

떨리는 부작용을 경험할 때에는 약을 먹는 것이 너무나 싫었고, 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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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여 살아야 하는 자신의 삶이 “족쇄를 달고 사는 자유가 없는 

삶”(2018.4.1. 다섯 번째 만남)처럼 느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약을 

거부할 때마다 어머니는 울면서 한민수를 설득하였고, 결국 한민수는 

약을 먹었다고 한다. 한민수는 나중에 어머니가 곁에 안 계시게 되었을 

때에도 지금처럼 약을 빠뜨리지 않고 먹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한민수가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며 치료 받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애끓는 정성과 노력 덕분이었던 것이다.

한민수는 군 제대 후 복학한 첫 학기에 학사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교수님이 엄한 수업은 교수님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팀 과제에 

참석하지 않으면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수업을 빠졌다. 수업에 들어가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팀 과제를 할 때면 동기들과 자주 다투었다고 

한다. 조현병의 초기 단계에서 정신 증상 뿐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문제가 동반되며, 특히 학교와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였다(Hansen et al., 2018). 한민수는 학업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 자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때에도 부모님은 학점 

신경 쓰지 말고 졸업만 하면 된다며 한민수를 격려했다고 하였다. 

한민수는 더 이상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C+라고 받아야 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자 성적이 조금씩 

향상되었고, 결국 대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다. 한민수는 부모님의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가 있었기에 힘든 학업 과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연구 기간 중, 한민수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다. 한민수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아버지가 슬프게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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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이 없으면 한민수가 먹고 살 것이 제일 걱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부모님, 한민수는 그런 부모님께 더 이상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직장을 구하고 싶고, 스스로 번 돈으로 

지난겨울에 가족들과 함께 갔던 일본여행처럼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현재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 한민수에게 가족은 너무나 소중하고, 힘든 

삶을 버티게 하는 존재의 이유인 것이다. 

한민수: 제 희망은 제가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리거나 

해외여행을 보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갔을 때 보다 더 큰 

행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 해 보려고요. 부모님의 웃는 얼굴, 

저로 인해 즐거워하시는 걸 보면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희망이 

생겨요. 이제까지 실망만 드렸으니까 행복하게 해 드리고 싶죠. 

저에게 부모님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에요. 

(2018.6.19. 일곱 번째 면담)

조현병은 진단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다(박향경, 2012). 따라서 가족이 소진되는 경우도 많고,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되는 경우가 잦아서 때로는 가족이 조현병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Onwumere et al., 2018). 반면 가족의 

적응력과 응집력이 높은 경우에는 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장애를 

극복하며,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다(강한고은비 등, 2018). 암 수술을 

하여 건강하지 않은 한민수의 아버지와 아버지를 대신하여 한민수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는 십년 가까이 되도록 지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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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지지 뿐만 아니라 물질적 지지를 제공하며 한민수의 삶의 역경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었다. 이러한 가족이 있었기에 한민수는 

과거의 후회와 원망을 누그러뜨리고, 땅바닥으로 떨어진 자아를 달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듯 보였다.  

6) 정상인으로 살아 보고자 고군분투

한민수는 현재 정신 증상을 조절하며 살고 있지만, 스스로를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였다. 정상과 비정상은 그 경계가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계속해서 변화하고 모호한 특징이 있으며, 

대상에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사태, 그 자체가 아닌 사회 구성적 

개념이다(김광기, 2008). 한민수가 생각하는 ‘정상인’은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민수가 

그토록 염원하는 ‘정상인’의 삶의 이면에는 ‘비정상’의 개념이 

있고, 한민수는 직업이 없는 자신을 ‘비정상’의 삶에 대입시켰다. 

따라서 ‘정상’이 되고 싶은 한민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직업을 구하는 것”(2018.3.1. 두 번째 면담)이다. ‘정상화’라고 

알려진 ‘normalization’은 모든 사람들이 보통 사람으로 대우받고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정상화’의 논의는 정해진 규범(norm)이외의 특성을 ‘비정상 

(abnormality)’으로 구분 짓는 한계가 있어 일반, 보편, 보통 등의 

함의를 강조하는 ‘보통화’의 용어로 재해석되기도 하였다(이혜경, 

신희정, 2011). 한민수는 여전히‘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굴레에 

갇혀 자신이 생각하는 ‘정상적 삶’을 도달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고, 

‘비정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들 보기에 번듯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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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15. 여덟 번째 면담)을 찾고 있었다. 

한민수: 이제 일하면서 살려고요. 일을 열심히 해서 ‘정상인’처럼 

살아보고 싶은 욕구도 있고. 

나: ‘정상인’? ‘정상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한민수: 물론 지금도 정상인이긴 한데, ‘정상인’처럼 살아간다는 

건 자기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자기한테 쓰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거죠.

나: 그게 민수씨가 생각하는 ‘정상인’이에요?

한민수: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나: 사람답게 사는 건 뭘까요?

한민수: 예를 들어 기계가 있으면 기계 안에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죠.

나: 맞아요, 그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한민수: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죠. 일을 하면서 동료도 만나고 

그러고 싶어요. 

(2018.3.17. 세 번째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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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는 과거 몇 차례 일을 구하기 위한 시도를 해 보았지만 쉽지 

않았다고 한다. 청소년 수련원 교관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어린애들이 

자신을 욕 하는 것 같아 3일 만에 그만 두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금고에 현금이 하나도 없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워 편의점 문을 잠그고 

있었던 일로 한 달 만에 해고되었다. 손님이 와서 왜 현금이 없냐, 왜 

현금을 안 바꿔주냐 할 까봐 두려웠다고 하였다. 조현병의 회복을 

위해서 직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직업을 유지하는 데에는 

그와 관련된 부담 및 스트레스가 뒤따르고 그것이 때로는 정신 증상 

악화를 이끌기도 한다(Panczak & Pietkiewicz, 2016). 이러한 경험을 

한 한민수는 일을 하다가 재발이 될 것 같아 한 동안 취업 전선에서 

멀어져 있었다고 하였다. 

한민수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재활 

목적으로 운영하는 카페에서 한 달 정도 일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수습기간을 제외하여 예상보다 적은 월급을 받게 되자 화를 참지 못 

하고 그만두었다. 조현병이 있는 경우 정신 증상 보다는 사회적 역량이 

직업 유지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ernandez et al., 

2017). 한민수는 부모님의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 속에서 대학교 

졸업까지 할 수 있었지만, 발달단계 과정에서 줄곧 스며들어 있었던 

조현병의 영향으로 사회적 역량을 키울 기회가 적었던 것으로 보였다. 

한민수: 직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멘탈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것 때문에 멘탈이 붕괴되지 않을지, 이런 것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 같아요. 예전에 편의점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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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잔고가 없으니까 멘탈이 깨져서 바로 편의점 문 잠그고, 

그런 게 이제 멘탈 관리를 못 한 거였죠. (2018.5.4. 여섯 번째 

면담)

자조 그룹 활동으로 방문한 취업 박람회에서 한민수는 건물 

시설관리를 하는 직장을 구했지만, 그 곳도 하루 만에 그만두었다고 

하였다. 건물 시설관리라는 일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그 일은 

사람들에게 “좋은 직장으로 인식되는 곳”(2018.9.15. 여덟 번째 

면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지 않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2018.9.15. 여덟 번째 면담)는 한민수에게 사람들의 

평판은 그 만큼 중요했다. 

한민수는 올해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미 취업한 

18세~34세 대상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 과정을 시작하여 1단계 

진단 및 상담, 2단계 의욕 증진 및 능력개발, 3단계 취업알선의 수순을 

모두 밟았다. 2단계에서는 평생 가지고 갈 전문기술을 배우겠다며 

제과제빵 학원을 선택하였고, 6주간 학원을 다닌 후 제빵사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나는 본 연구를 진행하며, 그 전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 

볼 수 있었다. 

한민수는 제과제빵 학원을 처음 나가기 바로 전 날 나와 만났다. 

“사람들이 나를 얕보지 않을까?”,”약 부작용으로 손이 떨리는 것을 

눈치 채지 않을까?”(2018.3.11. 세 번째 만남)하는 생각으로 

불안해하면서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에 차 보였다. 학원을 나가기 

시작한 첫 주에는 오랫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매일 아침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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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나가는 것이 피곤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시작한 후 시간이 지날수록, 한민수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 확연하게 보였다. 몇 주 지나지 않아서는 학원에서 직접 

만들었다며 빵을 나에게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나 역시 한민수가 무언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불어 기대감에 차 있었다. 

정기적으로 나가서 일을 배우는 과정이 한민수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과정에 집중하는 시간만큼은 정신 증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직 정식으로 일을 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바라던 ‘정상인’이 된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일은 한민수에게 ‘환자’가 아닌 ‘직업인’ 

으로서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Panczak & 

Pietkiewicz, 2016).

한민수: 집안에만 있다가 사회활동을 해 보니까 예비 연습이긴 해도 

정신적으로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몸에 에너지가 넘쳐나는 

느낌이 들어요. 몸은 피곤한데 정신적으로는 맑아지는 느낌. 항상 

정신적으로 피곤했는데,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했는데, 사회활동을 

하면서 몸은 피곤해도 정신적으로는 멀쩡해지는, 피곤해도 뭔가를 

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일을 하면서는 망상도 

없어지더라고요. 일을 안 하고 가만있으면 또 스멀스멀 기어 나와 

떠오르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신병이 없는 사람처럼, 일을 할 때는 

정상인처럼 하게 되는 거죠. (2018.4.1. 다섯 번째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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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간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과정을 모두 마치고 뒤풀이까지 

한 다음 날 나와 다시 만났을 때, 한민수는 전에 없이 활기 있는 

모습이었다. 마지막 날 있었던 수료식을 회상하며, 끝까지 못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준 선생님의 말씀을 선생님의 

목소리로 흉내까지 내며 여러 번 말하였다. 부모님도 한민수의 눈에 

총기가 보인다며 만족해 하셨고, 나 역시 한민수의 변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 일이 주는 가치가 이렇게나 강력했던가? 한민수에게 일은 

생활을 활력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무언가를 끝까지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었고, 긍정적인 자아상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주며, 

나아가 재정적 만족을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Panczak & 

Piekiewicz, 2016). 

한민수: 저는 정신병에 걸리고 나서 무언가를 끝까지 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만 해도 시작하면 뭐든 끝까지 

했었는데, 병 걸리고 나서는 모르겠다 그냥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 도피를 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취업성공 패키지를 끝까지 

완수하면서 나도 옛날에 열심히, 쾌활했던 나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2018.5.4. 여섯 번째 면담)

그러나 한민수에게 제과제빵은 체력적으로 너무 고된 일이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반죽을 치는 일은 병을 관리해야 하는 

자신에게는 무리라고 말하였다. 사실 한민수는 제빵사로 2년의 경력을 

쌓으면 제과제빵 학원의 강사로 일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 96 -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빵사로서의 2년의 시간은 한민수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민수는 2단계 과정을 마친 후 

3단계인 구직활동에서 제과제빵일이 아닌 다른 일을 구해 보려고 노력 

하였다. 나는 한민수가 시도도 해 보지 않고 제빵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한민수가 다시 적당한 직업을 찾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러나 취업은 쉽지 않았고, 한 달 반 동안 열일곱 군데 서류를 

넣었으나 면접에 오라고 한 곳은 한민수가 원하지 않는 계약직 자리 한 

두 군데 뿐이었다. 한민수가 지원하고 싶은 회사의 이름을 말 하면, 

청년취업성공 패키지의 상담사는 “민수씨는 아직 능력이 없는 상태 

이다. 이런 곳에 지원하면 떨어질 게 분명하다.”(2018.9.15. 여덟 번째 

면담)며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고 한다. 평범한 자격증 하나 없는 

한민수는 그 상담사의 말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하였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민수에게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괴리는 너무도 컸고, 

그것이 또 다시 한민수를 좌절시켰다. 

그러는 사이 한민수는 또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자신에 

대해 초조해 하는 듯 보였다. 이근희(2014)는 병의 회복과정에서 

현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몫을 

인식하면서 두려움과 고민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한민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면서 과거 힘들 때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자조 

그룹도 이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나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일곱 번째 면담(2018.6.19)에서 나에게 말 하였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자조 그룹의 동료들에 대해서도 “결국 제대로 된 직업 없이 

말 뿐인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보기 싫어졌다”(2018.6.19. 일곱 

번째 면담)고 하였다. 그렇게 한민수는 희망의 봉우리에서 절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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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짜기로 다시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며 한참 기대감을 가졌던 나 역시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현재는 만족하지 않는 직장일지라도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더 나은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낫지 아닐까? 

‘힘’과 ‘능력’을 갖고 싶어 했고, ‘정상인’으로 살고 싶어 했던 

한민수에게 직장의 이름 또는 업종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잘 

알면서도 나는 청년 실업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요즘, 

과정은 무시한 채 원하는 결과만을 얻고 싶어 하는 한민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웠다. 

한민수: 구직 활동 하면서 느낀 게 한국은 솔직히 일자리가 많아요. 

오라고 하는 곳은 많은데, 모든 20,30대의 고민이겠지만 좋은 

직장은 능력이 있어야 해요.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박봉에 일은 

많이 시키는 중소기업 밖에 안 남으니까……제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판이라던지 이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전 최소한 꿀리진 않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 받지 않고, 또 제가 정신병을 앓다 

보니까......(2018.9.15. 여덟 번째 면담).

마지막 면담(2018.9.15)을 앞두고 오랜만에 연락을 한 나에게 

한민수는 그렇지 않아도 할 말이 있었다며 반색하였다. 그리고는 그 

동안 거부해 왔던 정신장애 등급을 받아 장애인 전형으로 행정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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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도전하려 한다는 새로운 계획을 털어 놓았다.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를 시작 할 때처럼 또 다시 목소리가 상기되어 있었고, 당장 

이라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듯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한민수는 또 다시 먼지 같은 희망을 붙잡고 ‘정상인’으로 살아보고자 

오늘도 고군분투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2) 한민수가 살아내고자 하는 이야기(Stories to Live by)

조현병을 가지고 살아온 한민수의 삶의 경험은 한민수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한민수는 조현병이 있는 자신의 삶을  

비정상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괴롭힘과 

폭력, 그리고 인정받지 못 했던 경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강하고 완벽한 신이라는 존재로 믿고 있다가 조현병을 진단 

받으면서 신이 아닌 환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 

동안 매스컴을 통해 보아온 조현병 환자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신에게 내재화하면서 자아존중감이 손상되었고 우울은 심해졌으며 

결과적으로 사회 귀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Hansen et al., 2018). 

한민수는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당면해야 하는 현실과 

손상된 자아에 맞닥뜨리게 될 때면 또 다시 망상에 기대게 되는 

악순환을 지속하며, 그 연결고리에 대해 이해한 바를 나와의 면담 동안 

설명 할 정도로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스스로가 

정해놓은 정상과 비정상의 프레임에 갇혀 열등감의 정체성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 . 



- 99 -

[사진 2] 한민수 作, “배터리”

둘째, 한민수는 조현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한민수가 생각하는 

정상은 일을 하여 돈을 버는 것으로 직장을 구해 조현병 환자가 아닌 

능력 있는 직장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한민수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남들 보기에 번듯하고, 꿀리지 

않는”(2018.9.15.여덟 번째 면담) 직장을 포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용하는 의료기관도 자신보다 못 해 보이는 회원들이 있는 낮 병원 

대신 정상처럼 보이는 회원들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조 그룹을 

선택하였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대학교 과정과 군대 

생활에서 졸업과 만기 제대를 했던 것도 “학점이 1점대에서 3점으로 

올라갔을 때 정상이 된 것 같았다.”(2018.4.1. 다섯 번째 만남)라는 

한민수의 말을 통해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상성을 입증하고 

싶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을 비유하는 사물을 사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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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록 했을 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건전지’라며 휴대폰 보조 

배터리[사진 2]를 찍고 “기계의 톱니바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을 덧붙이며 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드러냈다. 

한민수는 ‘질병의 유무’, ‘평균값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에서 벗어 

나지 않는 구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에서 기대하는 과정대로 

잘 흘러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만 정상성(normality)을 정의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자신에 대해 좌절하고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신적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고 통합되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를 정상으로 보는 관점을 견지한다면 한민수도 

지금과 같이 비정상으로 점철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Offer 

& Sabin, 1966).

나는 한민수의 살아내고자 하는 이야기를 통해, 한민수가 조현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조현병 환자로서의 부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 

하였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었으며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인 

으로 살아가고자 분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민수가 조현병을 

가지고 살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에는 손상된 자아존중감의 복구가 무엇 

보다 시급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정신 질환을 

비정상의 문제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담겨 있다. 또한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이 여러 취약성 

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성취의 

경험이 축적되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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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마음

(1) 윤마음의 이야기

마지막 참여자인 윤마음은 첫 전화 통화에서부터 애교 있는 

목소리와 말투가 느껴졌고, 그래서 매우 사교적인 사람일거라는 추측을 

하였다. 내가 윤마음이 다니고 있는 사회복귀시설 근처로 가겠다고 하자 

거리가 먼 곳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며, 대신 나에게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겠다고 하였다. 처음 만났던 날, 윤마음은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약속된 카페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의 소개를 나눈 후에도 

윤마음은 나에게 결혼은 했는지, 남자친구가 있는지 등을 질문하며 

궁금함을 표현 하였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액세서리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스물일곱 살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대화였다. 

그러나 이처럼 밝은 첫 인상의 윤마음이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엄마로부터 받았던 차별’에 대한 것이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오래 전, 윤마음이 다섯 살 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갔다. 

1) 아픈 몸, 더 아픈 사랑의 결핍

엄마의 꾸중을 들은 두 살 터울의 언니가 그 화풀이로 다섯 살의 

윤마음이 타고 있었던 자전거를 밀쳤다. 윤마음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그때부터 뇌전증이 시작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경련을 

하는 윤마음은 “엄마에게 약점”(2018.3.18. 첫 번째 면담)이었고, 

엄마는 그 때문에 평생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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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였을까? 엄마는 세 남매 중 유독 윤마음에게만 무관심하였다고 

한다. 

세 남매의 공부를 직접 가르칠 정도로 교육열이 높았던 엄마는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윤마음은 엄마가 학습지 문제를 하나하나 설명 해 주었던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자신에게만 답안지를 획 던져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윤마음이 성적에서 ‘미’를 받아와도 엄마는 크게 실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잘 했다며 칭찬 한 적도 있었다. 윤마음은 자신이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의 기대치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 낮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괴감과 열등감”(2018.3.18. 첫 번째 

면담)이 생겼다고 하였다. 이주옥(2008)은 일반 유아의 어머니보다 

장애 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고, 양육 효능감이 낮으며, 

자녀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 엄마는 아픈 

윤마음이 온전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마음은 자신에 대한 엄마의 기대가 낮고, 언니, 남동생과 자신을 

다르게 대하는 것을 차별로 느끼면서 성장하였다.  

윤마음은 가족 중 유독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윤마음이 엄마로부터 차별 받는다고 느꼈을 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윤마음은 내가 아버지에 대해 질문해도 

피상적인 답을 할 뿐이었다. 면담 초기에는 윤마음이 태어나고 자라온 

경상남도의 소도시에 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시다고 말 했었다. 그러나 

여섯 번째 만남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2년 동안 아버지가 두 번의 

새어머니를 맞이했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러나 그 뒤로도 

아버지에 대한 그 이상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윤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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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재혼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피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마음은 어린 시절의 엄마에 대한 기억을 ‘차별’로 일괄 

하였지만, 내가 살면서 가장 행복 했었던 일에 대해 물었을 때, 

부엌에서 엄마와 단둘이 대화 나누었던 때를 기억하였다. 윤마음의 

엄마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없고,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 날 부엌에서 엄마는 윤마음에게 “너는 

아프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집가서 다른 사람 고생 시키지 말고, 

평생 나랑 같이 살자.”(2018. 5.2. 세 번째 면담)라는 말을 하였다. 

평소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윤마음은 엄마의 말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전에는 자신에게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그런 진지한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 행복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나는 윤마음이 그러한 

사소한 기억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엄마의 

관심을 몹시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졌다. 

윤마음이 방통대나 전문대 정도를 가기 바랬던 엄마의 생각과 달리, 

남동생이 서울의 명문대에 들어갔을 때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본 

윤마음은 ‘서울대’에 가야겠다는 목표를 잡았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남동생이 독차지 하고 있는 엄마의 사랑을 자신도 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학 진학에 실패하였고, 자신을 더욱 더 “쓸모없는 사람” 

(2018.4.2. 세 번째 면담)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부터 양육자와의 

올바른 애착 형성이 필요하다. 양육자의 반응성은 아동의 애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세상을 안전하고 

수용적인 것으로 여기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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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반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세상을 신뢰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 믿고, 자신에 대해 존중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Newton, 2008). 윤마음이 “쓸모없는 사람” 

(2018.4.2. 세 번째 면담)과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 

하는 것은 엄마와의 낮은 애착 관계, 그리고 윤마음에 대한 엄마의 

부정적인 반응에서 기인한 결과였다. 

생일(1월생)이 빠른 윤마음은 당시의 관행대로라면 일곱 살에 

초등학교에 입학 했어야 했다. 하지만 뇌전증으로 인한 경련이 심해져서 

서울에 있는 종합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느라 일 년이 늦은 여덟 살에 

학교에 들어갔다고 한다. 한 살이 많고 경련을 한다는 이유로 친구들은 

윤마음을 멀리 하였다. 수업 시간에도 자주 경련을 하는 바람에 선생님, 

친구들 모두 힘들어 했었던 초등학교 시절을 윤마음은 “한 마디로 

쭈그려 살았다.”(2018.3.18. 첫 번째 면담)고 하였다. 

열다섯 살에 뇌수술을 한 윤마음은 그때부터 더 이상 대발작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는 소발작과 매일 먹는 

항전간제만이 스스로가 뇌전증 환자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술 후 또 다시 일 년을 쉬고, 민머리에 가발을 쓰고 

중학교로 돌아왔을 때에는 동급생들보다 두 살이 많게 되었다. 윤마음이 

친구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두 가지, 나이가 두 살 많고, 가발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금세 학교 내에 퍼졌다. 반 친구들은 교실에 들어가려는 

윤마음에게 “너 우리보다 나이 많지?”하며 비켜주지 않았고, 남학생 

들은 민머리의 윤마음에게 “여자 대접을 하지 않”(2018.3.18. 첫 

번째 면담)았다고 하였다. 어느 날 한 남학생이 반 전체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윤마음의 이름은 언급조차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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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고 한다. 누군가는 윤마음을 보고 “저게 여자냐?”라고도 

하였고, 윤마음의 이름 대신 당시 TV 드라마에서 삭발을 했던 여자 

주인공 이름인 순영이라고 바꿔 부르는 이들도 있었다. 수술을 하여 더 

이상 경련을 하지 않게 되었지만, 윤마음은 여전히 친구들로부터 놀림 

받았고, 그들과 어울리지 못 하였다. 윤마음은 모든 것이 “무능력한 내 

탓 같인 것 같아, 병을 원망”(2018.3.18. 첫 번째 면담)하게 되었다고 

했다. 

만성적인 신체질환 및 장애를 지닌 아동은 정상아동보다 더 

우울하고,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고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전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무기력하다(최승미, 2000). 

따라서 윤마음의 경우와 같이 만성적인 신체질환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적응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뇌전증의 경우 경련을 

예측할 수 없어 더 큰 불안감을 야기하고, 경련으로 인한 외상 뿐 

아니라 내적 수치심과 불명예를 느껴 스스로에게 낙인이 되고 또래들 

로부터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하수희 등, 2017). 

윤마음은 뇌전증으로 인한 엄마의 차별, 또래들로부터의 따돌림을 경험 

하면서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내재화 하였고, 그로 인해 야기된 우울과 

불안으로 불안정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었다. 

2)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며, 웅크려 살다.

윤마음은 중학생이 되어 성적이 오르자 왕따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듯 느껴졌고, 그래서 더욱 공부에 집착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자 중학교 때 보다 고작 5분 늘어난 50분 수업을 버티는 것이 너무나 



- 106 -

힘들었고, 일주일에 두 번씩 보는 영어 쪽지 시험, 알아듣기도 어려운 

수학과 과학이 부담스러웠다고 하였다. 엄마와 친구들에게 자신이 공부 

잘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길 바랬던 윤마음은 성적이 떨어지면 예전처럼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못 하는 아이로 돌아가게 될까 봐 두려웠다고 

한다. 같은 중학교에서 올라온 친구가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않을까 조마조마했고, 고등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윤마음을 

두고 차라리 자퇴 시키자며 매일 아침마다 싸우는 엄마 아빠를 보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였다. 체력이 약했던 윤마음이 일반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에 적응하는 것은 부담이었고,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윤마음도 그때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자신의 여건에 맞는 대안 

학교를 다녔었더라면 지금처럼 조현병에 걸리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윤마음은 고 1때, 처음으로 환청이 들렸다고 한다. 남학생의 

목소리는 중학교 때 실제로 놀려 댔던 남학생들처럼 “저게 여자냐?”, 

“쟤도 생리를 하니 여자가 맞구나!”(2018.3.18. 첫 번째 면담)라며 

윤마음을 놀려 댔고, 그게 슬퍼서 혼자 울고 있으면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낄낄거리며 “엿 같은 년, 우는 모습도 못 생겼다.” 

(2018.3.18. 첫 번째 면담)고 비아냥거렸다. 아줌마의 목소리는 “너 

내 딸이랑 놀지마”(2018.11.1 일곱 번째 면담)라며 꾸짖었고, 그럴 

때는 윤마음도 지고 싶지 않아서 “나도 아줌마 딸이랑은 안 놀아요!” 

(2018.11.1 일곱 번째 면담)라고 대꾸질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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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엿 같은 년”

너의 첫마디로 나는 하루를 시작해.

밝은 햇빛에 구름 한 점 없는 좋은 날씨가

나에겐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칠흑 같은 어둠이 내 기분을 대신해.

항상 날 따라다니는 너의 목소리

너를 찾아보려 해도 나는 볼 수 없어

신의 분노일까

악마의 속삭임일까

“아, 너도 여자였지.”

나의 생리대를 본 너의 비아냥거림

너의 말투에 익숙해진 나는 무심히 넘겨버리지만,

내 마음속 한구석엔 네가 남긴 상처들로 가득해.

“넌 말만 잘하지?”

또다시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에도

난 알 수 없는 나의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텨.

너의 목소리에 눈물이 흐르지만

넌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외쳐.

오늘도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내일을 외치는 나의 메아리

(윤마음의 자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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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환청은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로, 바로 옆에서, 때로는 

아랫집, 윗집에서까지 너무도 생생하게 들렸고, 그래서 윤마음은 그것이 

‘진짜’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고 하였다. 윤마음은 자신이 들었던 환청 

내용에 대해 나에게 자주 말 하였고, 그럴 때면 지금도 그 소리가 

생생한 듯 인상을 찌푸렸다. 환청의 내용들은 전부 다 윤마음을 

놀리거나 비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아닌 환청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지금도 그 소리는 다음과 같이 윤마음의 일상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소리를 듣고 남자애들이 나를 진짜 싫어하는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환청인 걸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남자들을 만날 때에도 아, 쟤가 날 

싫어하겠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2018.6.8. 네 번째 면담)

500점 만점의 모의고사에서 겨우 235점은 맞은 날, 윤마음은 

공부를 못 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서 눈물이 왈칵 났다고 한다. 그 때 

윤마음을 달래준 이는 원래의 짝이 윤마음이 싫다고 다른 자리로 

옮겨가서 대신 와 앉아 있었던 짝이었다. 윤마음은 그 사실이 더욱 

슬퍼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담임 선생님은 당황스러워 하며 윤마음을 

교무실로 데리고 갔다고 한다.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았던 윤마음은 

결국 고1, 한 학기를 마치지 못 하고 자퇴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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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돈의 진단과 치료과정

윤마음이 학교를 자퇴한 후 2주 만에 입원 한 곳은 정신과가 아닌 

중학교 때 뇌수술을 받았던 종합병원의 신경과 병동이었다. 윤마음의 

부모님은 윤마음에게 나타난 문제를 뇌전증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생각 

했었던 것일까? 아니면 뇌전증이 있는 윤마음에게 정신질환까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경과 병동에 입원 했을 때, 윤마음이 샤워를 하고 있으면 누군가 

불을 끄고 도망가는 일이 있었고, 박수를 짝짝짝 치며 따라다니는 

아이들의 무리가 있어서 너무 무서웠다고 했다. 윤마음은 그 때의 

경험이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고, 당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조현병 초기에 급격하게 나타나는 정신 증상은 윤마음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할 정도로 극도의 혼돈 

상태로 만들었던 것이다(Lally et al., 2017). 그러나 바빠 보이는 

신경과 주치의에게는 자신이 겪은 것을 일일이 말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퇴원하기 직전에 윤마음은 정신과로 의뢰되었으나 정신과 주치의가 

엄마에게 ‘자신이 겪은 진짜 경험’을 ‘정신적인 병의 증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본 후, 배신감에 함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신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엄마와 싸웠다는 등의 말로 상황을 둘러 댔고,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 하고 2주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다. 

윤마음은 지금 되돌아보면 당시 누구도 윤마음의 병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한다. 윤마음에게는 처음 겪는 일이었고, 

그래서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도 가지 않았던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 

세심한 보살핌이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 한 채 퇴원했을 그 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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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너무 막막하게 느껴졌다. 내가 과거 정신과 폐쇄 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할 때, 차가운 병실에 멍하게 홀로 앉아 묻는 말에 

‘예’, ‘아니오’로 간신히 답했던 그 어린 친구들이 떠올라 안타까움 

이 더 했다. 그 친구들은 그 때 어떠한 말 못 할 세상 속에 혼자 갇혀 

있었던 것일까? 그들의 극도의 혼돈 상태를 함께 공유하지 못 해 줬다는 

생각에 나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후 윤마음은 엄마가 대신 의사와 면담을 하고 타오는 이름 모를 

약을 먹었으나 환청은 날로 심해졌다고 한다. 나중에 병원을 옮기면서 

그 때의 의무기록을 떼어보니 ‘강박장애, 기타 정신병적 장애’라는 

진단명이 쓰여 있었다고 하였다. 부모님은 윤마음이 환청에 대꾸할 

때마다 파리채로 때리며 “수준 낮은 어린 아이 취급”(2018.4.2. 두 

번째 면담)했고, 언니와 동생은 “정신병자라고 놀리며 무시하거나 

구박”(2018.4.2. 두 번째 면담)하였다고 한다. 윤마음의 가족과 같이 

비난과 정서적 과다 관여가 나타나는 것을 표출 감정(expressed 

emotion)이라고 하며, 가족의 표출 감정이 높을수록 환자의 삶의 질은 

저하된다(강한고은비, 2018). 윤마음은 가족들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서운함을 느낄 겨를이 없을 정도로 혼돈 상태였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서운한 기억은 남동생이 자신 

때문에 기숙사로 들어가 따로 살고 싶다고 한 얘기를 엄마로부터 전해 

들었던 것이다. 엄마는 그렇게 가족에게 피해를 줘서 되겠냐며 윤마음을 

다그쳤다고 한다. 환청을 듣고 싶어서 듣는 것도 아니고 자신도 너무 

힘든데, 가족으로부터 이해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것이 당황스러웠다고 하였다. 그래서인지 윤마음은 지금까지도 

남동생과는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한다. 



- 111 -

조현병 초기 단계에서는 급격한 정신 증상의 악화로 인해 가족 또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극심하다. Onwumere 등(2018)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 조현병 환자의 가족 중 과반수 이상이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였고, 

이는 부정적인 돌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옆에서 

윤마음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지친 심신은 윤마음에게 고스란히 투사되어 

전달되었을 것이다. 

꽃다운 열여덟 살부터 스물다섯 살, 팔 년 간을 윤마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서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한다. 엄마는 윤마음이 

뜨개질이나 십자수라도 하며 스스로의 시간을 채우길 바랬지만, 환청이 

끊이지 않고 항상 따라다니는 망상 때문에 무언가를 계획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부모님과 동네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를 가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없었다. Gould, DeSouza 와 Rebeiro-Gruhl(2005)의 

연구에 참여한 조현병 청년들 또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시간’에 대해 언급하였다.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청년기에 병의 영향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 했던 윤마음의 긴 공백기는 

너무도 아깝고 안타까운 시간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윤마음이 가장 괴로웠던 시기를 스무 살 무렵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원인은 아이러니 하게도 

극심했던 환청이 잦아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엿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할 지언 정, 자신에게 말 건네주는 환청을 윤마음은 친구라고 

생각했었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자신이 사람들에게 둘러 싸여 

있다는 착각이 들었다고 한다. 자퇴 후 학교를 나가지 않고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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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만 있다 보니 또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웠고, 그래서 환청이 

들리지 않게 되자 또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아 슬프고 허무하기까지 

하였다고 했다. 지금 되돌아보니 과거 초등학교 시절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을 때, 교실 문을 막아서며 ‘너 나이 많지?’ 해 줬던 

것조차 반가웠었고, 민머리 순영이라고 놀릴 때에도 존재감 없는 자신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좋았다고 하였다. 나는 윤마음에게 자신을 놀리고 

욕 하는 환청 소리보다 혼자가 되는 외로움이 더 큰 괴로움으로 다가 

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근데 이상했던 게 환청이 들리다가 거의 없어지려고 하니까 그때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환청이 저보고 항상 친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걔들을 친하게 생각 했었나 봐요 아무래도. 그리고 또래들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이 없고, 걔네들은 또래들 목소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약간 제가 사람에게 둘러 싸여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환청이 있으니까 친구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없어지니까 슬프고 힘들었어요. 아예 안 들릴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충격적이죠? (2018.4 2. 두 번째 면담)

이와 같이 환청의 내용과 어조는 환청을 경험하는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뿐 아니라, 상황을 상기시키고 증폭시키며 과거의 주요한 

외상 경험을 반영하는 환청이 있는 반면, 희망과 지지를 주는 일종의 

친구와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다(Kalhovde, Elst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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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seth, 2013). 친구의 존재가 필요했던 윤마음에게 “환청은 유일한 

친구”(2018.4.2. 두 번째 면담)였던 것이다.

4) 차별과 비난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짜의 나를 찾고자 함

스물세 살, 윤마음은 짐을 싸서 부모님과 살고 있던 시골집을 떠나 

언니와 남동생이 살고 있는 서울로 무작정 올라왔다고 한다. 시골집 

에서는 하루 종일 엄마와 싸우기만 했고, 그래서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가출을 했던 것이라고 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처음 

발생했던 정신 증상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윤마음은 판단과 대처가 

가능해졌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열망으로 가출이라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서울에 올라온 후로도 엄마가 보내주는 

약을 꼬박꼬박 먹으며 집에서만 지내던 은둔생활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상경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림프종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이상 엄마가 챙겨주는 약을 먹을 수 없게 된 윤마음은 

그래서 처음으로 혼자 집 근처 정신 병원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길게 

이야기해도 된다고 허락 한 정신과 의사에게 그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경험을 상세하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의사는 윤마음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 주었고, “그런 소리(환청)를 듣는 사람은 마음씨 외에는 

없다”(2018.4.2. 두 번째 면담)고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때 

윤마음은 그 의사로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처음 조현병을 진단 받았을 때, 윤마음의 반응은 일반적인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다. 윤마음은 그 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이상한 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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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전파과잉증후군1)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의 

원인이 조현병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내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구나, 그건 단지 병의 증상이었구나, 그렇다면 나아질 수도 

있겠구나”(2018.5.2. 세 번째 면담)라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했다고 

한다. 이해되지 않았던 지난날들이 왜 그렇게 힘들었던 건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편안해 졌던 것이다. 심지어 윤마음은 나에게 

조현병으로 진단 받은 것에 대해 “안개 속을 헤매고 다니다 만난 한 

줄기의 빛”(2018.6.23. 다섯 번째 면담)과 같았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윤마음이 정신 증상으로 인해 오랫동안 혼란스러웠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부단히 고민 했었다는 것을 잘 드러내 주는 대목이다. 또한 이러한 

윤마음의 경험을 통해 조현병을 진단 받는 것이 사람마다 매우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윤마음이 조현병을 

처음 진단 받았을 때 거부적이지 않았던 것은 당시 윤마음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었던 의사의 역할 덕분이라고 생각하였다. 

각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상황을 말로 이야기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Barker, 

2001). 윤마음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 그 의사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였다. 

스물네 살, 암 투병 중이었던 윤마음의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러나 

당시 윤마음은 엄마를 잃은 슬픔이 크지 않았다고 한다. 그 간의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컸기에 돌아가셨을 때조차 슬프지 않았던 

것인지 나는 그 마음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조현병을 진단받음으로서 

어느 정도의 갈피를 잡았다고 생각한 윤마음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1) 2001년에 개봉한 일본영화 사토라레에 나오는 가상의 증상, 주변에 있는 사

람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이 들리는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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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했다고 한다. 이렇게 끝낼 수 없는 

자신의 삶, 누군가의 도움이라도 받아보고자 인터넷을 검색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담당 사례관리자로부터 사회복귀시설을 소개 

받았다고 하였다. 윤마음이 엄마가 돌아가신 시점에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찾아다녔다는 점은 엄마의 차별과 억압으로 점철되었던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고자 했던 윤마음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5)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곳에서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 조현병의 무거움을 혼자 견뎌왔던 제게, 

OOOO는 ‘조현병에 걸려도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맞아주는 반가운 회원 분들의 표정, 친절한 

실무자 선생님들 덕분에 OOOO에서는 무엇이든 재미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계속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현병을 처음 진단받은 청년들에게 

보내는 편지 中)

윤마음은 OOOO라는 이름의 사회복귀시설에 처음 갔던 날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그 곳에서는 선생님, 회원 할 것 없이 모두 윤마음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지금껏 어디에서도 그런 환대를 받아본 적 없는 

윤마음은 처음에는 그 이유가 단지 자신이 그곳의 다른 회원들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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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하였다. 윤마음은 점점 더 많이 

사랑받고 싶어져서 선생님들과 회원들에게 예쁘게 인사하고 듣기 좋은 

말을 건네려고 했고, 솔선하여 자신보다 더 힘든 회원들을 도왔다고 

한다. 체중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움직임이 둔해진 회원이 운동할 수 

있게 옆에서 부축하며 격려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회원의 의자를 대신 

옮겨 주었다. 윤마음의 이러한 행동 뒤에는 반드시 관심과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보상이 뒤따랐고, 그래서 그 곳 생활이 더욱 즐거웠다고 한다. 

그렇게 OOOO은 윤마음의 대인관계에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OOOO는 윤마음이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을 경험한 곳일 뿐만 아니라 윤마음의 꾸미지 않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도 괜찮은 유일한 곳이었다. 뇌전증에 이어 조현병까지 갖게 된 

윤마음은 그 동안 병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왔다. 언젠가 교회 모임에 나갔을 때, 한 의대생 오빠로부터 ‘조증 

환자들의 행동은 너무 웃기다. 나는 정신과 의사는 하기 싫다. 정신과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너무 골치 아프다.’와 같은 편견에 가득 찬 말을 

듣게 된 윤마음은 그 모임에서 자신의 병을 숨겼다고 하였다.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 장난으로 ‘너 미친 거 아니니?’라고 하거나 무심코 

‘쟤 장애인인가 봐’ 하는 말을 할 때면, 그 말들이 가슴에 콕콕 

박혔고 그럴수록 더욱 움츠려 들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 앞에 설 때면 

자신의 행동이 모자라 보이지 않을까, 장애인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부터 되었고, 비장애인으로 보이기 위해 행동을 점검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OOOO에서 만큼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병을 숨기거나 행동을 꾸미지 않아도 괜찮았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20kg 이상 증가한 체중도 큰 약점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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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고, 때로는 어리광을 부려도 받아주는 선생님들이 있다. 그래서 

요즘도 정해진 일정이 없더라도 시간만 나면 들리게 되는 그 곳은 

윤마음에게 “쉼터”(2018.8.29. 여섯 번째 면담)와 같은 공간이었다. 

이에 더하여 OOOO에는 윤마음이 경험한 고통을 전적으로 이해 

해주는 동료들이 있었다. 윤마음은 그 곳에서 만난 나이대가 비슷한 

언니들과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카페도 가며 어울렸다고 한다. 

윤마음의 말에 의하면 자신과 그 언니들이 겪은 경험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심지어 부모, 형제조차도. 

그러나 직접 경험한 당사자끼리는 어떤 말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해 받는 경험이 좋아서 서로 어울리게 된다고 하였다. 

같은 경험을 공유한 이들과의 공통체는 윤마음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공감하고 공감받는 존재로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사람의 공감하는 능력이 동물과 다른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수한 영장류인 것 같아요. 사랑하고 공감한다는 점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감하고 사랑하면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받고 공감 받고 사랑받으면서 내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끼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하면서 저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 관계를 이어 나가려 하는 것 

같아요. (2018.5.2. 세 번째 면담)

OOOO에서의 경험은 윤마음이 사랑받는 존재로서 자신감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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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타인과의 의미 있는 교류를 경험하게 하여 더 넓은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돕는 디딤돌이 되었다. 현재 윤마음은 OOOO에서 정신 장애인 

당사자 리더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일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팟캐스트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과 헬스장 목욕탕에서의 

청소 아르바이트도 틈틈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윤마음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6) 모두의 카제하야2)가 되고 싶은

OOOO의 사회복지사를 동경했던 윤마음은 현재 정신건강 사회 

복지사라는 꿈을 꾸고 있다고 한다. 그 꿈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윤마음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어 자신이 OOOO에서 받은 사랑을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되돌려 주고 싶고, 모두의 권리가 존중 

받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고등학교 때 자퇴한 윤마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검정고시를 

패스한 후 전문대에 들어갔고, 다시 4년제 사회복지학과에 편입을 하여 

현재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조현병이 있는 청소년 중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은 편이며(Agid et al., 2012), 

이는 청소년 시기에 발병을 한 경우 병의 영향으로 공부에 몰입하기 

2) 일본 순정만화 ‘너에게 닿기를’의 주인공, 잘생긴 외모와 다정다감한 성격

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여주인공 사와코에게 먼저 다가가 사와코의 학교 적응을 

돕는 만인의 이상형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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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대학에 진학을 한 경우에도 ‘학업 수행의 

어려움’, ‘학교생활과 관련된 동기 저하’, ‘또래들로부터의 

고립감’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Sung & Puskar, 2006). 

그러나 윤마음은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대학생이 되었지만, 고등학교 때 

적응하지 못 하여 중단했던 공부를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는 이루고 

싶은 확고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겁다고 하였다. 특히 OOOO에서 만나는 다른 회원들과 달리 자신은 

‘대학생’이라는 신분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듯 보였다. 

그런 윤마음이 최근 두 가지 난관에 봉착하였다. 조현병이 있는 

윤마음은 병을 조절하는 것이 공부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학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 하는 성적을 받게 되자 이번 학기에는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꾸만 

다른 학생들을 의식하고 자신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게 된다고 하였다. 

수업시간에 그들이 열심히 듣고 있으면 자신도 따라 들으려고 하고, 

필기를 하는 것 같으면 따라서 필기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적도 있다고 하였다. 

윤마음에게 공부가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것일까? 9월,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등교 하던 중 길에서 갑자기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지는 일이 있었고, 일주일간 입원 

치료까지 하였다고 한다. 병원에 있는 동안 학교를 가지 못 하고 당사자 

리더 활동을 하지 못 하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공부와 

당사자 리더 활동에서 벗어나 쉬고 있는 것이 편했고, 입원을 더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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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을 

때에는 현실은 또 다시 그대로였고, 부담감은 더 커져 있었다. 윤마음은 

조현병 당사자 리더로서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싶었는데 이렇게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지적하고 욕 할 것만 같아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고도 하였다. 특히 “너도 어쩔 수 없는 

조현병이구나.”(2018.11.1. 일곱 번째 만남)라는 말을 듣게 될까 봐 

두려웠다고 말하였다. 나는 그 동안 조현병이 있지만 그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윤마음에게서 ‘어쩔 수 없는 조현병’이라는 말이 나온 것에 

조금은 놀랐고, 그 의미를 윤마음에게 다시 확인하였다. 윤마음은 

“자기 역량을 감당하지 못 하고 무너지는 약한 사람”(2018.11.1. 

일곱 번째 만남)이라고 설명했다. 조현병을 ‘한 줄기 빛’이라고 까지 

표현했던 윤마음에게도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사실은 자신도 병이 있지만 현재 대학생이고, 미래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되어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꿈을 꾸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조현병 환자로부터 더욱 멀리 떨어뜨리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어쩌면 윤마음이 나와의 만남에서 줄곧 이야기 

하였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나에게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여 지길 원했던 윤마음의 의도로 재구성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마음이 학업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약한 체력과 부담감보다 더 큰 

난관은 정신 장애인에게 쌓아놓은 사회의 높은 벽이었다. 정신건강 

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1호에서는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장애아동 시설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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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OOOO에서 회원들에게 재활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정신 장애인을 잘 이해하는 ‘경험을 통한 

전문가’인 윤마음이지만, 현재의 법 아래에서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윤마음은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기운이 많이 

빠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인권위원회가 법률조항 삭제를 보건 

복지부에 권고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들으며, 하루 빨리 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어린 시절 주변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 했던 윤마음은 스무 

살이 넘은 나이에 OOOO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 

했지만, 아직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안정적이지 못 하다. 윤마음은 

나와 만날 때 마다 생글생글 웃는 표정이었고, 나를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해 주었으며, 이야기 할 주제를 잔뜩 적어오는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만나지 않는 날에도 쇼핑, 여행 등 개인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나에게 전화를 하여 의견을 물었고, 자신의 소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고 

알리려고 하다 보니 연락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으로 

잦아졌다. 나는 네 번째 만남(2018.6.8)에서 나와 만나는 목적이 

연구임을 다시 한 번 언급하였으나 그 뒤로도 윤마음의 행동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나 또한 엄격하게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나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경험을 통해 윤마음의 대인관계가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윤마음은 일상에서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메시지의 답장이 조금만 늦어지면 바로 불안감을 

느끼며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비합리적인 생각과 죽고 싶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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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OOOO에서 모든 회원들과 잘 

지내려다 보니 귀가하면 온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고, 선생님들과 나누는 

상담 내용의 대부분이 대인관계 문제였다고 한다. 윤마음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지 못 했기 

때문”(2018. 8.29. 여섯 번째 면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OOOO에서 알게 된 한 친구가 윤마음에게 ‘너는 카제하야가 아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친구가 한 카제하야 라는 비유에 대해 윤마음은 

누구에게나 과도하게 잘 하려고 하고, 모든 이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자신을 비꼬는 말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자신은 결코 카제하야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윤마음은 모두에게 카제하야와 같은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고, 오랜 동안 결핍됐었던 사랑을 절실하게 

갈구하고 있는 듯 보였다. 

윤마음은 과거 만났던 몇몇의 이성 친구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는 행복한 기억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처받고 슬퍼했던 기억도 

있다고 하였다.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에게 애정 관계는 자아정체성, 

독립성, 자율성 발달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우울, 자살의 위험요인이 되기도 한다(Redmond et al., 

2010). 그러나 윤마음은 이별의 고통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뿐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연애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 체중을 줄이기 위해 계획을 짜서 운동을 하고, 예쁜 옷을 

사려고 용돈도 모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들었던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환청이 지금까지 가슴에 남아있고 그 기억 때문에 

은연중에 “비장애인 남자들은 나를 여자로 보지 않을 것 같고, 

정신장애 당사자나 비장애인 중 중년 남성만이 나를 예뻐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기 힘들다”(2018.4.2. 두 번째 면담)며 괴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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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기도 하였다. 연애를 할 당시에는 잠시 자신감을 되찾았다 가도 

이별 후에는 중고등학교 때의 감정 상태로 되돌아간 적이 몇 차례 반복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윤마음은 오늘도 언젠가는 자신의 이상형인 

남자로부터 사랑받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다.   

(2) 윤마음이 살아내고자 하는 이야기(Stories to Live by)

 

   윤마음에게 조현병을 가지고 살아온 삶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윤마음은 사회복귀시설의 선생님들과 회원들을 만나면서 

어린 시절 엄마로부터의 받은 차별과 또래들로부터의 따돌림으로 인해 

생겨난 열등감을 지우고, 사랑과 인정을 받는 존재로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조현병 이외에 뇌전증까지 있는 윤마음은 주변에서 

줄곧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며 성장하였다. 거울자아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타인이 보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생각하며, 그 기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윤마음은 그 동안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을 자신에게 투영하며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귀시설에서의 경험을 통해 윤마음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 가게 되었지만, 그 동안 오랫동안 결핍됐던 사랑에 대한 보상 

심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표출될 때가 

자주 있었다. 자신을 비유하는 사물을 사진 찍어 보도록 했을 때에 

윤마음은 길가에 핀 꽃[사진 3]을 찍고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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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윤마음 作, “길가에 핀 들꽃”

꿋꿋하게 살아나서 꽃을 피우겠다.”라고 하면서, “들꽃은 많은 이들이 

쳐다 볼 수 있는 꽃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둘째, 윤마음에게 조현병은 윤마음의 삶을 보호하는 테두리가 

되어주었다. 조현병 진단을 받으면서 과거의 혼돈스러웠던 경험의 

원인이 밝혀지자 안도가 되었고, 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복귀시설에서는 사회에서와 달리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느라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도 된다는 점에서 

윤마음에게 쉼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또한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윤마음이 어린 편이고, 더구나 대학생의 신분이라는 것은 자신을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자리매김하면서 그 동안 손상되어온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사회복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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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얻게 된 다양한 활동의 기회와 그 곳에서 맺게 된 인간관계는 

윤마음으로 하여금 조현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못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였고, 그래서 조현병에 대한 정체성을 

공고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윤마음은 새롭게 만난 조현병의 

테두리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과거 가족과 또래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중이다.

나는 본 연구에서 윤마음의 살아내고자 하는 이야기를 통해, 

윤마음이 조현병과 뇌전증이라는 두 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받아왔던 차별과 따돌림으로 점철된 시간을 지나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살겠다는 꿈을 꾸는 존재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윤마음의 남은 

대학 과정과 자격 준비 과정으로 이어질 새로운 변화의 이야기에는 많은 

도전이 수반될 것이며, 따라서 윤마음의 정체성은 또 다시 새롭게 

재구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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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희망의 변주곡3)을 연주하는 이들을 위한 

간호학적함의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참여자의 독특한 경험에 주목하고, 그 경험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가 조현병을 지니고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이야기에 나타난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이야기가 담고 있는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이 경험한 삶, 그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에게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나타났고, 이를 중심으로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실무와 정책에 참고가 될 함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온정, 신뢰, 돌봄의 결여: 트라우마에 대한 간호의 필요성

아동기의 외상 경험은 아동기와 성인기에 다양한 정신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증도 아동기 외상과 관련된다고 

보고하고 있다(Varese et al., 2012). Traumagenic neurodevelopmental model 

은 아동기에 경험한 외상 사건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조현병 환자에게서 

3) 변주곡이란 하나의 주제가 되는 선율을 바탕으로 선율, 리듬, 화성 따위를 여

러 가지로 변형하여 나가는 기악곡을 말한다. 이들의 삶의 이야기는 다양한 색

깔과 높낮이로 진행되지만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늘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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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생물학적 이상(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의 과민반응, 

dopamine, norepinephrine과 serotonin의 이상, 뇌의 구조적 변화)과 

유사함을 나타내며, 아동기의 외상 사건과 조현병과의 관련성을 

설명한다(Read et al., 2001). 실제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발병 전 

외상 사건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질병의 과정과 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높은 수준의 정신사회적 기능 손상, 불안, 환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ysaker, Buck, & Larocco, 2007). 또한 

사회적 낙인, 우울, 스트레스 자각 정도를 증가시키고,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현수 등, 2017). 본 연구에 참여한 

세 명의 참여자들도 어린 시절 외상사건으로 여겨지는 삶의 흔적을 

경험하였다. 서지안은 12세 때 부모님의 이혼 후 엄마의 부재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성인기 이전의 부모 사별 및 이혼으로 인한 

부모 상실은 치명적인 외상 경험이 될 수 있다(윤명숙 & 김남희, 

2013). 또한 사촌오빠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경험도 있는데, 어린 

시절에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조현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Lysaker, Buck, & Larocco, 2007). 이에 더하여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했는데, 특히 또래로부터의 

따돌림은 한민수, 윤마음까지 세 명의 연구 참여자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기술, 문제해결 기술이 부족한 아동 

청소년이 따돌림에 취약한 경향이 있으며, 조현병 환자들의 특성 상 

발병 전 나타나는 취약함이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을 

높이고, 이러한 따돌림의 경험은 조현병 발병의 기폭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정재원 & 김성재, 2017; Strauss et al., 2018). 그 

밖에도 윤마음의 경우 엄마로부터 차별과 방치와 같은 정서적 학대를, 

한민수의 경우 군대에서의 폭력과 억압 등의 외상 경험을 한 것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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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수의 과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조현병와 아동기의 외상 사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아동 청소년기의 따돌림은 최근에 더욱 급증하고 있고, 조현병 

환자들의 아동기 경험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간호학 분야에서는 

전무하다. 이와 같은 관련 연구의 부족 현상은 임상 및 지역사회의 돌봄 

현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외상 경험이 있는 조현병 환자 

간호 시 아동기의 외상 경험과 조현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과거의 외상 경험을 체계적으로 사정하고, 그 외상 

경험을 중심에 놓고 계획된 적극적인 개입이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욕망의 좌절, 그 좌절을 버텨내는 힘: 증상과의 관련성

Glaser(1998)는 선택 이론에서 인간의 다섯 가지 기본욕구(생존, 

사랑과 소속, 힘과 성취, 자유, 즐거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욕구와 실제 경험 사이의 불일치는 정신 증상 촉발에 영향을 

주며, 그 때 나타나는 환청과 망상의 내용은 기저의 욕구를 

나타낸다(Westermann et al., 2017). 본 연구에 참여한 세 명의 

참여자들의 이야기에는 어린 시절 기본 욕구가 좌절됐던 경험과 그 

증상과의 관련성이 드러나 있었다. 서지안은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리고 

간 어머니와 무관심한 아버지 밑에서 홀로 살아가면서 ‘생존의 

욕구’가 위협받는 경험을 하였다. 그것으로 인해 잘 살고 싶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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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관념과 불안이 자살 사고로 이어졌고, 빨리 하라고 다그치거나 

압박을 가하는 환청이 들렸다. 한민수는 초등학교 때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자주 당했고, 군대에 가서는 관심 사병이 되어 구타와 무시를 

당하는 경험을 하여 ‘힘과 성취의 욕구’가 좌절되었다. 그 경험은 

자신이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이라는 망상으로 나타났다. 윤마음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차별과 반 친구들의 따돌림을 경험하며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침해당하였다. 특히 반 친구들은 뇌수술로 인해 민머리가 된 

윤마음의 외모에 대해 놀려 댔는데, 그 후 외모를 비하하거나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환청을 듣게 되었다. 

한편, 사회에 나오지 못 하고 은둔하며 지냈던 세 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로 나오게 된 전환의 계기는 좌절된 기본 욕구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었다. 혼자서 살아가야 했던 서지안에게 신뢰와 기회를 주는 

믿을 수 있는 사회복귀시설의 선생님들이 있었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 

하고 살던 한민수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부모님과 친구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사랑과 소속이 필요했던 윤마음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사회복귀시설의 선생님과 회원들이 있었다. 이와 같이 어린 

시절 좌절됐었던 기본 욕구를 회복시켜주거나 보완해주는 지지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반전이 있는 이야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결과는 욕구 좌절로 인해 

나타난 정신 증상은 역설적으로 그 좌절된 욕구를 버텨내는 힘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한민수는 정신 증상이 가장 심했을 군대에서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힘든 시기를 버텼고, 요즘도 현실에서 힘들 

때면 자신이 신이라는 그 망상에 의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서지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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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마음은 환청 때문에 괴로웠지만, 이야기 나눌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환청을 친구라고 여겼었고 환청이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그나마 

남아있던 친구가 떠난 것으로 생각되어 도리어 힘들었다고 하였다.

종합해 보면 조현병 환자의 간호 중재 시 환자 개인의 기본 욕구, 

증상, 환경적 특성을 함께 사정하고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이와 같이 환자의 욕구를 고려하는 것에 상응하는 

환자와의 동기 지향적 치료 관계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Westermann 

et al. 2017). 또한 본 연구에서 채택된 내러티브 탐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 귀 기울이는 데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이한주, 2001).

3. 질병이 강타한 젊음: 발달과업에 미친 영향

청년기는 일생 중 삶의 여정을 결정지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미래에 대한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애 발달 주기 중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Arnett, 2000). Havighurst(1972)는 청년기의 

발달과업으로 9가지를 제안하였는데, 신체 수용, 고정적인 성별 역할 

습득, 부모로부터의 독립,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발달, 시민 능력 획득, 

결혼, 직업, 윤리적 가치 확립, 사회적 책임 등이 있다. 그러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청년의 경우 병의 영향으로 인해 그 시기의 과업이 

지연되거나 중단 될 수 있으며(Boydell, Stasiulis, Volpe, & 

Gladstone, 2010; Lindgren, Soderberg, & Skar, 2015; Sung, Kim, 

Puskar, & Kim, 2006), 본 연구에 참여한 세 명의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도 병으로 인한 발달 과업 수행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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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안은 중1때 자퇴를 하였고 검정고시로 중,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으나 대학을 가지 못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청소년기에 

학교와 사회에서 익혀야 할 단체 생활 경험을 하지 못 했고, 거기에 

대인기피까지 더해져서 지금도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정식으로 

이성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9개월의 공공근로 경험 외에는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아르바이트를 해 보려 했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 했다. 한민수는 

발병 후 대학교에 복학 했을 때 수업 및 조별 과제에 따라가기가 어려워 

학점 관리를 잘 할 수 없었다. 연애 경험은 전무하고, 자신이 병을 

가지고 있기에 연애에 대해서도 미리부터 자신이 없다. 정식으로 직장을 

가져본 적은 없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은 몇 번 있으나 문제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일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윤마음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 후 검정고시를 통과하였고,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뒤늦게 

대학에 들어가서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러나 공부가 부담스럽고 

체력이 약해 기대 이하의 학점을 받았다. 몇 번의 이성 친구를 사귄 

경험이 있으나 상대는 늘 같은 병을 앓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이차가 많이 나는 편이었다. 그래서 병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세 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주요한 이슈가 된 

발달 과업은 학업, 연애, 구직이었다. 학업 성취는 이후의 삶의 

정신사회적 성취와 관련되어 있고, 연애는 자아정체성, 독립성, 자율성 

형성 및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하게하며, 직업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갖게 하여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Goulding et al., 2010; Redmond et al., 2010; Rinaldi et 

al., 2010). 또한 학업, 연애 그리고 구직 등의 주요 발달 과업의 성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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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에게 주는 의미는 정상화(normalization)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중재와 관련 연구에서 

발달과업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병이라는 

모래주머니4)를 차고 달리는 조현병 청년들에게 근육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간호 중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4. 함께 살아갈 용기: 지역사회 자원과 지지 체계의 역할

정신보건법 제정(1995년)이후 지속되어온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기조는 2017년 5월 말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더욱 강조되어왔다. 

따라서 강제 입원 보다는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자원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 

정신 장애인이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스스로 자기 결정을 

내리고, 집단과 공동체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등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경험하는 것은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재활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문근, 2009). 

본 연구에 참여한 세 명의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나타난 삶의 

전환의 계기는 지역사회기반의 정신보건 서비스였다. 세 명의 연구 

참여가자 공통적으로 경험한 집안에서만 머물며 사회로 나갈 용기를 

4) 다시 봄날-조현병 청년들의 회복이야기(대한조현병학회, 2017)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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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지 못 하고 있던 시기에, 서지안과 윤마음에게는 사회복귀시설이 

한민수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조 그룹이 있었다. 그러나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에서의 경험의 의미는 각자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서지안은 신뢰할 수 있는 타인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경험하면서 어머니 

상실 경험으로 잃어버렸던 신뢰감을 갖게 되었다. 한민수는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 또래로부터의 새로운 정보를 듣고 따뜻한 지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 윤마음은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경험에서 

과거 결핍됐었던 관심과 사랑을 채울 수 있었다. 이는 세 명의 연구 

참여자 각자에게 좌절되었던 욕구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단절되었던 인간관계의 개선이라는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특히 용기를 주고 돌봄을 주는 지지자와의 깊은 

관계는 회복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매우 중요하다(Sullivan, 1953). 

또한 사회복귀시설을 발판으로 서지안과 윤마음은 다양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한민수는 구직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세 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낮아졌던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현병을 겪는 청년들의 경우 원하는 지원의 유형은 사회 귀속, 

교육 및 직업 교육, 정신치료, 상담, 정신교육, 약물 관리 등 다양하지만, 

실제 초기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거나 만족스럽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서비스 이용의 방해요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Kamens et al, 

2018).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의 지역정신보건은 만성정신질환자의 

재활서비스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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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다(이명수 등, 2013). 따라서 생의 주기와 관련된 건강 및 

사회적 욕구를 고려한 지역사회 정신보건프로그램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5. 이야기하기를 통해 나를 찾아감: 자아정체성 탐색

내러티브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이란 Ricoeur(가 제안한 

개념으로, 지속적인 성격과 같은 자체(idem) 동일성과 타자에 대한 

자기 유지로서의 약속의 준수인 자기(ipse) 동일성이 이야기 속에서 

변증법적 결합에 의해 인격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즉 실체의 

형이상학이라기보다는 유기체적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잠재 가능성과 실현성의 형이상학으로부터 발전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정체성의 초점은 밑에 깔려 있는 실체의 동일성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잠재적으로 가능한 것을 실현하는 과정에 

맞춰지는 것이다(공병혜, 2005; Polkinghorne, 2009). 본 연구에 

참여한 세 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삶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각자의 자기다움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서지안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동생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맏딸이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오롯이 혼자였던 서지안에게 부여된 

과도한 부담이 조현병 발병에 일조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지안의 삶에는 책임감 있는, 책임을 다하려는 맏딸의 

자아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픈데도 묵묵히 작업장에 나가 

꾸준히 일 하는 대견한 남동생과 비가 오나 눈이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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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노동을 하는 아버지를 위해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주고 싶어졌다’고 

하였고, 자신을 나타내는 사진으로 ‘선식’을 찍었다. 아침에 주로 

먹는다는 점에서 첫째인 자신과 같고, 먹으면 든든하므로 가족들이 

자신을 든든한 딸, 든든한 누나로 생각할 것 같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그 책임감은 아버지, 남동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향해 

있었는데, 과거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며 탓 해왔던 것들이 불안, 

우울, 자살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지만 회복의 기준을 증상이 있어도 

‘스스로 해결 답안을 찾았을 때’,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때’라고 

하며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질병 관리 외에도 중학교 

때 자퇴하였지만, 검정고시를 통해 중,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였고, 그 

외에도 현재 하는 활동에 필요한 일본어, 관련 책자나 신문 등을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두 번째 참여자 한민수는 살면서 

겪어온 여러 번의 무시당하는 경험을 통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대체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주 나타났다. ‘기계의 톱니바퀴 같은 

사람’,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건전기’가 되고 싶다고 하였고, 

친구들에게 웃음과 에너지를 주는 사람, 부모님에게는 해외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아들이 되길 원하였다. 구직 활동 시에도 ‘최소한 

꿀리진 않게 살아야 한다.’며 다른 사람의 평판에 신경 쓰고, 건물 

관리 일이나 계약직 자리는 고사하였다. 그리하여 희망과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 하여 나타나는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다. 마지막 

참여자인 윤마음은 어려서 어머니와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 

하였고, 그 결핍에 대한 보상심리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고 있다. 자신을 비바람이 몰아쳐도 꿋꿋이 꽃을 피워내는 들꽃 

사진으로 비유하며 길에 핀 들꽃만큼 많은 이들이 자신을 바라봐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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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는 마음을 나타냈다. 또한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주변 사람을 

돕고, 먼저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발달 장애 아동 봉사 

시 유독 자신을 찾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반대로 

주변인들과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누군가 비호의적으로 나오면 급격히 

무너져 버렸다. 

발현 성인기(emerging adulthood) 라고도 불리는 청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다(Arnett, 2000). 본 연구의 내러티브 탐구 

과정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하게 

하여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공병혜, 2010). 뿐만 아니라 서지안은 그 동안 혼자 끌어안고 

말하지 못 하고 있던 이야기를 장시간에 걸쳐 하면서 ‘이런 감정을 

표현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내 의견을 말해도 되는 거구나’라고 

느끼며 그 동안 자신이 지나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윤마음은 은둔생활을 했던 지난 팔년의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만약 거기에서 하나라도 건드리면 지금의 자신은 

사라질 것 같다며 그 시간의 의미를 인정하였고, 또한 엄마에 대한 

원망을 주로 이야기했던 연구 초반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중 

불현듯 엄마가 자신을 위해 LA갈비를 구워 놓고 기다리셨던 일을 

기억해내고, 뇌전증으로 병원에 길게 입원했을 때 항상 옆에 있어야 

했던 엄마가 얼마나 지루했을까 하는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연구를 마칠 때에는 무심했던 엄마가 그리운 엄마로 변화되어 있었다. 

특히 세 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가 

중요한 사람이고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세 명의 연구 참여자가 변화된 자아상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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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이야기를 한 것은 연구와 실천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내러티브 

탐구의 장점을 보여주며, 실천의 학문인 간호학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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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결론

나는 조현병이 청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3명의 연구 참여자와 함께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현병이 있는 청년의 경험을 분절 시키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어주며 

동시에 생생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그들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경험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연구 방법인 Clandinin과 

Connely(2000)의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로서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나와 만나오면서 심층 면담과 관찰, 

현장 노트, 연구 일지 이외에도 다양한 현장 텍스트를 만들어갔다. 

분석은 녹음된 전사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연구 참여자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한 후 전사 자료를 기반으로 사건을 시간적 순차대로 

배열하여 도식화 하였다. 그리고 전사 자료에 나타난 현상과 긴장을 

찾아 이야기 맵을 구성하였다. 이야기 맵을 기반으로 3차원적 탐구 

공간을 고려하며 이야기를 재구성 하였고, 재구성된 이야기에 나타난 

패턴과 맥락을 확인하여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를 확인하고 그 경험에 대한 의미 만들기를 

하였다. 

위의 과정에서 이끌어낸 조현병이 있는 청년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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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살펴보면 서지안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이혼과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을 겪으며 혼자 고립되어 있다가 정신 증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회복귀 시설에서 지속적이고 따뜻한 관심을 주었던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였고, 다양한 당사자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의 상황은 지금도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선에 서서 시작해 보려고 하고, 

계속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민수는 친구들로부터의 

괴롭힘과 군대에서의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다가 정신 증상이 시작 

되었다. 힘들 때 늘 지지해주는 가족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조 그룹의 

참여가 불안정한 현실에서 버티고 균형 잡아주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고, 그래서 오늘이 힘들어도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윤마음은 뇌전증으로 인해 어머니로부터의 차별,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을 당하면서 정신 증상이 시작되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했던 

윤마음에게 사회복귀시설에서 선생님들과 회원들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그곳에서 받은 사랑을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되돌려주고자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세 명의 연구 참여자인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불안정성이 있었고, 이는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희망과 가능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 

도출된 간호학적 함의는 ‘온정, 신뢰, 돌봄의 결여’, ‘욕망의 좌절, 

그 좌절을 버텨내는 힘’, ‘질병이 강타한 젊음’, ‘함께 살아갈 

용기’, ‘이야기하기를 통해 나를 찾아감’의 다섯 개의 주제이다. 

‘온정, 신뢰, 돌봄의 결여’는 이들의 삶과 병에 미친 영향을 어린 

시절의 외상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서 트라우마 간호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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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욕망의 좌절, 그 좌절을 버텨내는 힘’은 인간의 기본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에서 그 좌절을 버티기 위해 나타나는 

정신증상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질병이 강타한 젊음’은 조현병 

으로 인해 청년기에 성취해야 할 발달 과업의 지연 또는 실패를 

보여주며, 그로 인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게 

하였다. ‘함께 살아갈 용기’는 이들의 삶의 전환의 계기가 되었던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지지체계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통한 나를 찾기’는 

본 연구의 내러티브 탐구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변화하는 과정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상의 결과들은 조현병이 있는 청년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보다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조현병 치료와 정신보건 시스템의 현실에서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에 대한 돌봄 제공 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신보건 자원의 

발굴 및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 돌봄과 재활을 위한 지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병을 지니고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조현병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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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조현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애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후 청년 이외의 아동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 

다양한 발달단계에 있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생애 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와 의미를 파악하는 내러티브 탐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와 

나와의 만남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변화해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했던 과거의 삶의 경험이 간호사와 함께 

이야기 하고, 또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게 해 주며, 

이러한 점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살아갈 조현병이 있는 청년의 

삶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다양한 변화와 

도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조현병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한 지지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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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필로그

   나는 그 동안 정신과 병동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수히 많은 

조현병이 있는 이들을 만나왔지만, 그들의 생활세계에서 만난 세 명의 

연구 참여자의 삶은 친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처음 연구를 계획 할 때  

조현병에 대한 나의 친숙함이 연구자로서 거리두기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우려했고 연구 기간 동안 가장 경계했던 점이었으나, 연구자로서 

거리두기가 쉽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인데, 내가 너무 둔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오랫동안 자조 그룹에서 만나왔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들을  

   많이 만나 왔기 때문에? 오랜 간호사 생활 동안 그 삶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일까? 한 발 물러서서 보자, 더 sensitive 해 지자.       

   (2018.3.11. 연구일지)

   또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가 새로운 시각을 갖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느껴질 때면 나는 신이 나서 그 연구 참여자에게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치료적 중재를 시도하고 싶어했다. 예를 들면 서지안과 

같이 긍정심리검사를 하고, 그 결과와 기본원리를 설명해 주었던 적이 

있었는데 서지안은 매우 흥미로워했고, 자신에게 환청과 자살사고가 

있어도 일본어, 글쓰기, 강의 등 잘 하는 점, 즉 강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강점을 더 살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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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와 관계를 맺는 연구자가 공감과 온정주의에 

익숙한 간호사라는 점은 이 연구가 갖는 독특한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그 친숙함 때문에 해석이 더 날카롭지 못 했고, 더 깊이 파고들지 못 

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연구를 계획 할 단계 

에서부터 마무리하는 지금까지 조현병이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플롯들을 조현병으로 인한 장애(disability)나 증상 

(symptom)이 아닌 ‘어려움’으로 이해하려고 했고, 나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있는 그 ‘어려움’의 같음과 다름을 탐색하고자 했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로 변을 대신한다. 

   한편 나는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에서 낯선 모습을 보기도 

하였다. 한민수는 자조 그룹에서 일 년 이상 만나왔지만, 연구 참여자 

로서 연구자인 나와 마주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깊은 속내, 숨겨진 이야기는 한 두 번의 만남에서는 도출되지 않았다. 

세 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만남의 횟수 뿐 아니라 연구자와의 관계가 

깊어졌을 때 비로소 다른 시각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고, 그것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러티브 탐구 방법만이 갖는 강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하고 싶다.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해 온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나에게도 

이해와 성장의 시간이었다. 간호사로서의 지난날을 반성하였고, 그들 

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돌봄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변화와 도전이 많은 나의 삶을 그들의 이야기에 

대입시켜보며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나와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질지 기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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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life 

experiences of the young adults with 

schizophrenia

Joung Jaewo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Young adults with schizophrenia are at an early stage of the disease. 

This developmental stage is a critical period in which they form an identity, 

experience many changes and challenges, and determine the future direction 

of disease development.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re are complex and 

diverse difficulties in the lives of young adults with schizophrenia, and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ir life experience to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se difficultie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lives of young adults with 

schizophrenia and what it means to live as such an individual. To 

accomplish this research goal, a narrative inquiry method was applied to 

reconstruct the unique life of each individual through a story derived from 



- 165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archer and the participants and to identify 

the meaning of life revealed through the reconstructed story. In addition, we 

used the Tidal model as a theoretical perspective, which is a human-centered 

approach to empowering recovery, focusing on individual stories. 

    From January to November 2018, we had a total of 24 meetings with 

three young adults with schizophrenia (7–9 times for each). After completing 

research texts through in-depth interviews, observations, field notes, research 

notes, and various field texts, we established a meaning for each experience.  

    In this process, the stories of three young adults with schizophrenia 

including their frustrated desires, restoration of desires, many difficulties and 

instability, hope and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lives, and their changing 

lives according to the stories were derived. 

    Additionally, the following five common themes reflected in each story 

were derived to describe implications in terms of nursing: lack of a warm 

heart, trust, and care; frustration of desire and the power to overcome that 

frustration; youth affected by disease; courage to live together; and finding 

self-identity through storytel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not only provide a wealth of data for 

understanding the lives of young adults with schizophrenia from their 

perspective but also will be used as basic materials for finding the mental 

health resources they need and developing guidelines for individualized care 

and rehabilitation that reflect their needs.

keywords : schizophrenia, young adult, narrative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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