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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병실모임은 정신건강전문기관에서 운영되는 환경치료 프로그램으로 

환자와 치료자에게 동시에 치료적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병동 내 치료적 

환경을 유지하게 한다. 최근 정신 장애의 패러다임이 회복 모델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회복 모델의 한 형태인 치료공동체 원리를 

적용한 병실모임이 성공적으로 운영 될 경우 입원 환자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병실모임이 운영하는 기관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관련 

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치료공동체 원리를 적용한 정신과 병실모임의 참석 

경험을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을 통해 병실모임을 참석한 환자와 

치료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일개 정신과 병원에서 운영되는 치료 공동체 원리를 적용한 

병실모임에 참석한 환자와 치료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2021 년 8 월부터 9 월까지 6 명의 환자와 6 명의 치료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개인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적 주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면담 내용을 분석했고 총 108 개의 

코드 진술로부터 6 개의 주제, 19 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성공적인 모임 운영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함’으로 치료적인 

모임 운영을 위해 치료진이 사전준비에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기울이고 

있음을 드러낸다. 두 번째 주제인 ‘신념을 가지고 치료적 모임 운영을 

위해 고군분투함’은 병실모임을 운영하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병실모임의 치료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치료자들의 신념을 

포함한다. 세 번째 주제는 사후 모임을 통해서 병실모임을 치료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검토 작업을 통해 

모임 운영을 개선해 나감’이 도출되었다. 네 번째 주제는 환자들의 

병실모임 참석을 어렵게 했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제로 ‘갈등을 

다루는 병실모임이 낯설게 다가옴’으로 도출되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병실모임의 긍정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체험함’이며 환자들이 

병실모임에 대한 치료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전환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 주제인 ‘모임이 회복 

과정에 필요한 치료적 도구임을 인식함’은 환자들이 병실모임이 입원 

치료에 필수적인 환경치료 프로그램임을 깨닫고 퇴원 이후의 회복 

과정까지 영향을 주는 도구임을 인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치료자의 병실모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모임의 명확한 

목표설정 및 공유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치료자의 모임 촉진 

기술과 팀워크 증진을 위한 전문가 대상의 교육과 체계적인 훈련 과정의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자의 병실모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병실모임의 자발적인 참석을 저해하는 요인과 참석을 유도하고 

지속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병실모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 결과는 추후 치료공동체를 

적용한 병실모임 운영 매뉴얼 개발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병실모임, 치료공동체, 환경치료 

학   번 : 2018-2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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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일반적으로 병실모임 (Community Meeting, CM)은 

정신건강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치료 프로그램(Milieu Program)으로 

병동의 모든 구성원인 환자와 치료자가 한 곳에 참석하여 병동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상적인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는 모임을 

뜻한다(Novakovic et al., 2010). 병실모임은 병동 구성원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병동 관리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정신과적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M. Ng, 1992). 병실모임은 ‘치료공동체를 구성하는 초석’, ‘치료 문화를 

수행하는 도구’(Kisch et al., 1981)로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병실모임의 운영 

방식과 안건의 내용을 분석하면 병동 내에서 치료공동체의 철학과 원칙을 

어느 정도 실현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치료공동체 회복 모델은 1980 년대 이후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온 

접근이다. 치료공동체 모델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주목하는데, 서로 

연결된 의미 있는 관계의 네트워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신 정신장애의 패러다임이 치료 

모델에서 회복 모델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Jacob, 2015) 

치료공동체 모델은 주목할 만하다. 회복모델은 완전한 증상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생명에 대한 복원력과 삶의 통제력을 강조하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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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다(Jacob, 2015). 김민석 (2021)의 연구에 따르면 회복은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환자와 외부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회복의 특성을 통해서 정신건강기관에서 

치료공동체 원리를 적용한 정신과 병동의 적극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재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급성기 정신과 병동에서는 약물 중심과 

정신의학적 모델로 회기하는 경향을 보여서 환자들의 입원 목표는 증상 

조절을 위한 위기 개입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Mahoney et al., 2009). 하지만 

정신약물학적 접근과 치료공동체 원리의 결합이 의미 있고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치료의 양식으로 평가되고 있어서(Lanza, 2000; Lanza et al., 2009) 

치료공동체 원리를 적용한 병실모임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입원 환자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러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치료공동체 원리를 적용한 

병실모임을 운영하는 병원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관련 연구 또한 

소수의 문헌만 찾아볼 수 있었으며(박혜영 et al., 1997; 이만홍 et al., 1985) 

2000년대 이후로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가 전무하다. 병실모임의 치료요인을 

평가한 연구(박혜영 et al., 1997)에서는 한계점으로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의 

영향으로부터 분리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를 통해서 병실모임을 

경험한 참여자의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에서는 꾸준히 병실모임에 대한 질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Harms, 2003 (Harms & Benson, 2003; Mayes et al., 2016; 

Moore & Freestone, 2006; Novakovic et al., 2010), 치료자와 환자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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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는 모임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을 참여자로 설정하여 동시에 인터뷰한 

문헌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연구 환경의 병실모임 운영 경험이 5 년 

미만으로, 오랜 기간 병실모임을 운영한 연구환경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병실모임은 각각의 치료공동체의 특성과 시기에 따라 구성과 운영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박혜영 et al., 1997) 현 시점에서 국내에서 오랜 

기간 운영하여 발전시킨 치료공동체 병동에서 병실모임에 참가했던 환자와 

치료자들의 경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치료자팀의 구성과 매뉴얼의 부재가 병실모임이 치료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운영되지 못했던 이유를 지적했고(Alanasser, 2013)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시점이다. 현재 국내에는 여러 문헌을 통합해서 병동 내 

환경치료의 원리를 설명한 서적(이영문, 1993)에 병실모임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치료공동체 병동 운영의 한 부분으로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고 25 년도 더 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변화된 현대 

정신과 병동에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치료공동체 원리를 적용하는 

정신과에서 근무하는 치료자와 입원 환자의 병실모임의 경험을 탐색하여 

촉진요인,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병실모임 운영 

매뉴얼의 개발에 활용될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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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과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 치료공동체 정신병동에서 운영하는 병실 모임에 참석한 

치료자와 환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공자인 치료자와 수혜자인 환자의 입장에서 병실모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연구 질문은 ‘치료공동체 

원리를 적용한 정신과 병동에서 운영하는 병실모임의 참석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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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 고찰 

 

제 1 절 치료공동체 철학과 본질 

병실모임에 근간이 되는 이론적 배경은 치료공동체 철학이다. 

치료공동체의 철학과 원리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는데, 

다음의 네 가지 원리는 현대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TC)의 대표적인 전통적 원리로 볼 수 있다. 

  Rapoport (1960)의 철학적 원리인 ‘TC 의 전통’은 특정 절차를 

타율적으로 구현하게 하는 욕구가 아니라, 치료 중심에 개인의 경험을 

배치하고 상호 의존을 통한 자율성을 증진하는 철학적 입장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세기 후반에 공동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치료공동체의 운영 방식을 이해하고 실제로 다른 환경에서 적용하고자 TC 

기능의 필수적인 원칙을 4 가지로 개념화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우선, 민주성(Democratization)의 원칙을 보면, 공동체의 힘과 권력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있으며 환자들은 투표를 통해서 병동 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한다. 특히 치료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병실모임은 

환자의 대표가 사회자로 선출되며 모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환자들이 

모니터링하고 수정될 수 있다. 환자들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은 직원들에 

의해서 한 번 더 논의되는데, 형평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고 희생양과 같은 

반 치료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관용(Permissiveness)은 다른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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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행동을 용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환자가 증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행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 직시(Reality Confrontation)는 관용의 

개념과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현실 직시를 통해서 구성원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직면할 수 있고 보다 

적응적인 행동양식을 습득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는 사려 깊은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주의 (Communalism)의 원칙은 서로 

견고하게 연결된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정신과 입원 

환자의 대부분이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한다. 치료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으로 공동주의 원칙이 실현되는데, 

구성원들이 공동체 내에서 소속감 증진을 할 수 있게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Main (1946)은 치료공동체 그 자체와 세부적인 구성 요소 모든 것이 

치료적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개별적인 불편함을 세세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질문하는 문화 (The Culture of Enquiry)를 강조했다. 특히 

치료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기관 자체가 끊임없이 수정되고 치료되어야 하며 

치료진은 구성원 간의 갈등과 긴장, 방어적인 태도들을 모두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동의 모든 환경이 치료적 도구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병동 내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 갈등을 탐색하여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직원 서로 간의 관계, 직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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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의 관계, 환자와 환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도 안전하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Clark (2013)은 영국의 급성기 정신과 병동에 치료공동체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Rapoport 의 네 가지 원칙의 확대된 개념을 고안했으며 

구체적인 6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의 자유로움(Freeing of 

Communications), 모든 사건의 분석(Analysis of all Events), 학습경험의 

제공(Provision of learning experiences), 권위 피라미드의 붕괴(Flattening of 

the Authority Pyramid), 역할 탐색 (Role-examination), 

병실모임(Community Meeting)이 구체적인 요소들로 분류된다. 

 Maxwell Jones (1965) 는 관계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 공동체의 문제가 

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상황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여 갈등을 수정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여겼다. 이 

원리를 이어받아 Kennard (2004)는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 

특히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위기는 학습의 기회로 

사용된다.’고 제시했다. Jones (1965)가 제시한 치료공동체적 기능에 주요 

요소는 쌍방향적 대화와 의사결정(Two-way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on all levels), 리더십의 공유(Shared leadership), 의사결정의 

합의(Consensus decision-making), ‘지금-여기’ 원리를 적용한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by interaction in the ‘here-and now’)으로 나뉠 수 있다.  

Haigh (2013)는 치료적 환경의 본질 (The Quintessence of a Therapeutic 

Environment)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한 공동체 구성원이 치료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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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발달 단계를 거치며 필수 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을 애착 

(Attachment), 담아주기(Containment), 소통 (Communication), 참여 

(Inclusion), 권한 대행 (Agency)의 다섯 단계로 분류했다. 이 단계는 한 

개인이 정신건강을 유지하도록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모체의 자궁에서 탯줄이 떨어진 순간부터 

성인으로 발달하는 과정까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성장한다. 하지만 

영유아기 시절, 학대 혹은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는 경우 가장 초기에 

형성되는 정서 발달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일생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이차적 정서 발달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공동체가 이런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다음의 (Table 1)은 5 단계 별로 제공해야 하는 치료공동체 원리와 그 

특성들을 도표화한 것이다.  

표 1Table 1. The Quintessence of a Therapeutic Environment (Haigh, 2013) 

Developmental 

need 

Culture Rapoport’s themes Structure 

Attachment Belonging 
Permissiveness 

Referral, joining, leaving 

Containment Safety Support, rules, boundaries 

Communication Openness 
Communalism 

Group, ethos, 
correspondence 

Involvement Living-Learning 
Reality confrontation 

Community Meeting 
agenda 

Agency Empowerment Democratization Votes, decisions, sen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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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병실 모임 (Community Meeting) 

1. 병실모임의 정의와 목적 

초기의 병실모임을 고안했던 Jones (1965) 는 고정된 틀 안에서 

모임의 운영 방향과 형태를 설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로 인해 

병실모임(Community Meeting)은 ‘Ward Meeting’, ’Patient-Staff 

Community Meeting’등 다양한 용어로 불렸으며, 국내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인다. 국내에서는 이만홍 et al. (1985)의 연구를 통해서 

‘공동사회모임’으로 처음 소개되었으나, 하나의 용어로 통일되지 

않고 ’병실모임’, ’OO 광장’, ’공동체모임’, ’회복모임’, ’매듭모임’ 등 병원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변형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병실모임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는데, 연구현장으로 선정한 치료공동체 

원리를 적용한 일개 병원에서는 이영문 (1993)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병실모임을 운영해왔으며, ‘수요병실모임’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병실모임의 목적은 서론에 제시했던 일반적인 목적 외에도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급성기 정신과 병동에서 병실모임의 운영 목적을 통합한 문헌에 

따르면(Novakovic et al., 2010), 병실모임의 목적은 환자와 치료자가 병동에 

대한 역동과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고, 치료자가 병동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과 환자들의 증상에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익히고, 공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치료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게 해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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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제적으로 협력하는 능력을 확장 시킴에 있다. 환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경험과 걱정을 나누면서 재활과 회복을 돕기 위한 발전된 자극을 

제공받기 위함이며, 부정적인 감정을 외현적인 표현이 아닌 언어적 

표현으로 대처하는 방식을 학습하게 하여 폭력적인 사건을 예방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치료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치료적인 사회 

가치를 발견하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서로 협동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긍정적 경험을 하도록 돕는다.  

 

2. 병실모임의 구성 

병실모임은 한 회기 당 시간과 주기가 상당히 다양한 편이나, 

일반적으로 주 1 회, 혹은 매일 진행하게 되며(Novakovic et al., 2010), 

공동체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각적으로 모임을 개시하여 유연성 

있게 운영 된다(Lanza et al., 2009), 모임 시간 또한 45-60분으로 다양하다. 

병실모임은 모든 구성원의 참석이 원칙이나, 급성증상으로 모임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경우 제외할 수 있으며(M. L. Ng, 

1992), 치료자 중에 병가나 휴가 중에 있거나, 교대 근무자인 경우 제외할 

수 있고 각 직업별로 대표하는 치료자를 선정하여 ’ Staff Consulting 

Team’을 구성하고 그 책임을 대신 할 수 있다(Klein, 1981). 이 팀에는 

실제적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치료자 외에도 모임을 살펴보는 관찰자도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역할을 한다(Cooper et al.,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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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문 (1993)이 제시한 병실모임의 구성원은 총 세 가지 분류로 

나뉜다. 직접 참여하는 환자들과 토의 진행 구성원 그리고 관찰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며, 환자와 토의진행 구성원은 모임 내에서 안건을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주고받는다. 토의 진행 구성원으로는 주 치료자 (Main 

therapist), 보조 치료자 (Co-therapist)로 총 4 명이 적절하다. 관찰 

구성원은 모임 밖에서 지켜보는 치료자 및 환자들로 구성원의 수는 제한 

없으며 사후 모임에 함께 참석한다. 모임의 장소는 하나의 원을 그리면서 

앉을 수 있어야 하며(Rice, 1993), 모든 환자와 토의 진행 구성원이 참석할 

수 있게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도록 한다. 주 치료자는 환자 사회자와 

나란히 앉음을 원칙으로 하여 힘의 균형을 이룬다.  

이영문 (1993)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모임 순서는 

예비토의(Pre-meeting), 본 모임, 사후 모임(After meeting)의 순으로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순서는 예비 토의 단계다. 병실모임에 참석하는 

참여자들이 5-10 분 정도 진행한다. 치료자들은 토의 과정에서 지난 

일주일간 병실의 치료 환경에 영향을 끼친 사건에 대해 충분하게 

정보교환을 해서 본 모임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함이다. 

본 모임은 1 시간 정도 진행하며 1) 개회 2) 환자 및 치료자 출석 확인 3) 

신환 소개 및 퇴원 환자 인사 4) 병실 모임의 성격 설명 5) 지난 주 회의 

요약 6) 안건 정하기 7) 자유토론 8) 병동 내 시설 관리 요청사항 9) 

칭찬하기 10) 슈퍼바이저의 소감 11) 차기 사회자 선출 12) 폐회 순으로 

환자들의 대표로 선정된 사회자가 모임 순서를 주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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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후 모임 단계에는 병실모임에 숙련된 슈퍼바이저와 함께 병실 

모임 외부에서 관찰했던 치료자와 토의 진행 참여자가 모두 참석한다. 이 

모임은 병실 모임의 총괄적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단계다. 치료자가 모임 도중에 느꼈던 감정이나 역전이 반응, 치료자 간의 

경쟁 의식, 비판에 대한 두려움 등이 논의되기도 하며 관찰 구성원의 

경우에는 제 삼자로써 가정하여 의견을 전달한다. 

 

3. 병실모임의 역동 

 Rice (1993)는 병실모임의 역동을 은유적인 용어를 들어서 ‘마을회의’, 

‘가족회의’’, ‘영화’로 분류해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Rice(1993)는 세 가지로 

역동을 세분화했으나 이러한 역동은 서로 관계성을 보이며 순서에 상관없이 

변화할 수 있다. 

   마을 회의로써 병실모임은 공동체를 원활하게 운용하는데 필요한 업무의 

관리 차원으로 병실모임을 운영하는 것을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정보교환을 

통해서 병동의 생활 환경 스케줄 변화와 새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공지를 

받을 수 있으며, 병원 공동체 구성원인 환자 및 치료자와 연관된 병원 

규칙들,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가족회의로써 병실모임은 같은 지붕 아래에서 먹는 자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쁨, 갈등, 애정, 미움, 사랑, 두려움, 분노 등의 감정을 

다루는 과정이다. 병실모임은 새로운 치료자와 환자가 기존의 구성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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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초반에 출석을 부르고 자기 소개를 

통해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반응을 하면서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유대감을 경험하게 되며 퇴원 시에는 공동체와 작별인사를 하게 된다. 

병실모임은 다양한 사람 간의 관계적, 공동제적 이슈를 대화로 풀 수 있게 

돕는다. 이슈와 관련된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돕고, 결과적으로 불안과 편집적인 생각들을 감소시킨다. 

마지막으로 Rice(1993)는 환자와 치료자들이 병실모임에서 무의식적이고 

전의식적으로 근심과 걱정을 투사하고 치료자가 이에 반응하는 과정을 

영화라고 묘사했다. 투사는 상당한 힘을 갖고 있어서 치료자들은 

병실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환자들이 쓴 즉흥적인 연극 시나리오에서 

배우로써 연극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Bion, 1959). 환자는 어떠한 

대상이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병실모임에서 투사 대상을 공격하게 하는 구동장치가 

되고 치료자는 자신이 환자를 구원할 카리스마를 부여 받았다고 착각하게 

된다. 이러한 기저의 역동을 파악하지 못하면 환자가 투사한 힘으로 

치료자가 움직이게 되며 이러한 상황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4 

제 3 절 병실모임의 운영 요소 

 M. Ng (1992) 는 병실모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치료 재료를 기술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연구자는 문헌고찰을 통해서 병실모임의 운영 

요소를 치료자 요소, 환자 요소, 구조적 요소, 상황적 요소인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도표화한 것은 다음과 같다. (Table 2) 

Table 2. Operating Elements of Community Meeting 

치료자 

요소 

특성과 태도 

n 넘치는 에너지 

n 모임에 열정적이며 즐기는 마음가짐 

n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 

n 비치료적인 압력을 견디는 적극적인 노력 

n 병실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n 치료자가 환자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n 다루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차분하고 솔직한 태도 

훈련된 

지식과 기술 

n 충분한 훈련과 준비 

n 모임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함 

n 병동내 역동에 영향을 주는 이슈에 대한 지식 

n 차분한 목소리 톤 

n 적극적인 지지 

n 모든 환자들이 발언하도록 시기 적절한 가이드 제공 

n 갈등에 대한 이슈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 형성 

n 갈등을 일으켰던 집단 간의 이해 관계를 파악하기 

n 예상 밖의 전환을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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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료자의 

리더십 

n 의사 외의 다른 치료자, 민주적인 방식의 리더십 

n 리더십 역할의 일관성 

n 병실모임의 목적과 기능, 방향을 설정하고 숙지하기 

n 치료자가 한 팀으로 서로 협력할 것을 강조하기 

n 치료진들끼리 서로 동의 된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각자 

창의적인 방법으로 역할을 정하기 

n 편안하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n 모든 참석자들이 정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슈를 토론 
주제로 선택하도록 돕기  

n 나무를 위한 숲을 보고, 전체로써 병동의 세부사항을 보기 

환자 

요소 

태도와 

책임감 

n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관심 

n 좋은 치료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 

n 모임을 준비하는 진중한 태도  

n 책임감  

소속감 
n 공동체 내에 연결 되어짐과 친밀감을 경험 

집단의 특성 
n 급성기 

n 진단군 

구조적 

요소 
경계 

역할 
n 모임에 참석하는 치료자와 환자의 역할 지정하기 

공간 
n 모든 구성원이 참가하기에 충분한 크기 

n 병동의 문제와 환자와 치료자, 환자와 환자의 
갈등을 나눌 수 있는 지정된 장소 

시간 

n 정기적인 스케줄 

n 치료자들 간에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의 확보 

n 트레이닝 시간을 포함해서 치료자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시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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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병실모임 도중에 어떠한 활동도 제한 되는 
시간임을 동의 

사이즈 n 병동 구성원에 따라서 대집단 혹은 소집단의 
특성이 나타남. 

명확한 

모임의 

목적을 공유 

n 설정된 모임의 목적과 규칙을 명료화 및 공지하기 

모임의 

구조화 

n 치료공동체 원리에 기반한 모임 규칙 

n 전 모임에서 논의된 실용적인 이슈를 추적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포함 

물리적 환경 
n 소음차단과 적절한 온도 

상황적 

요소 

병원 

전반적인 

문화 

n 병원과 병동에서 치료와 질병에 대한 개념과 가치, 
우선순위 

n 병원 전체에서 병실모임의 우선순위를 인식  

n 관리자의 관심과 지지 

n 환자 중심, 환자 참여 기반 

n 다양한 직종과 직급의 평등한 분위기 

파트너십 

n 치료자와 환자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파트너임을 알게 됨 

n 치료자 팀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n 팀원으로서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기 

n 모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두려움을 공유하기 

n 치료자 팀원의 정기적인 피드백과 지지 

안전함 
n 어떤 발언을 해도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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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자 요소 

    병실모임을 운영하면서 고려해야 하는 치료자의 개인적 요소는 특성과 

태도, 지식과 기술, 리더십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병실모임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치료자의 특성은 환자들의 작은 변화에도 반응과 관심을 줄 

수 있는 넘치는 에너지(이영문, 1993)와 병실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욕(Novakovic et al., 2010)이다. 동시에 병실모임을 운영하는 치료자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병실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모임 참여에 열정적이고 

즐기려는 마음가짐 (Kahn, 1994)이며, 환자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려는 

태도이다(Novakovic, 2010). 또한 치료자들이 모임 안에서 서로 의사 

소통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투사와 같은 비치료적인 압력을 견디는 

적극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Abrams, 1982; Arons, 1982; Johnson, 

1983; Klein, 1981). 병실모임에서는 치료자가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논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고 솔직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Kahn, 1994) 

   병실모임과 관련된 지식과 운영 기술도 병실모임의 운영을 촉진하는 

치료자 요소임이 확인 되었다. Lipgar (1999)는 병실모임이 환경치료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운영되었으나, 훈련된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병실모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선적으로 치료자는 모임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Novakovic, 2010). 치료자는 공동체 역동에 영향을 주는 병동 내 

이슈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Harms & Benson, 2003); Novakovic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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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모임 운영 중에 차분한 목소리 톤을 유지(Kahn, 1994)해야 한다. 

환자들이 개인의 관점을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치료자의 적극적인 

지지가 중요한데(Novakovic, 2010), 환자들이 줄곧 해왔던 역할이 입원 

이후에 상실되기 때문에 치료자의 지지적인 태도가 필수적이다 (Klein & 

Brown, 1987). 또한 치료자는 모임에 참석한 모든 환자들이 한마디라도 할 

수 있도록 시기 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Kahn, 1994; Mayes et al., 

2016). 적절한 가이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갈등에 대한 이슈를 

열린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돕는 능력과 기술이 필요하다(Harms & 

Benson, 2003). 주제에 대한 예상 밖의 전환을 제시해서 주제에 살을 붙이는 

과정을 돕는데(Kahn, 1994)참여자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와 풍부한 감정 

표현을 이끌어내는 기술이 요구된다((Lipgar, 1999). 모임이 진행되면서 

선택된 주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시키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의 가치를 집단이 인식시키도록 하며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갈등을 일으켰던 집단 간의 이해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다(Lipgar, 1999) 

위와 같은 숙련된 운영 기술이 동반될 때 환자들은 병실모임에서 

안정감을 느낀다(Genrich & Pappas, 1997). 병실모임의 이론과 실습에 대한 

전문가 훈련이 선행된다면, 치료자가 자신감을 갖게 되고 병실모임에서 

치료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Harms & Benson, 2003). 

치료자팀의 리더인 주치료자의 리더십은 모임 운영에 특히 

고려되어야 하는 필수 요인이다. 리더십의 다양한 형태가 제시되어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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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논쟁은 Jones (1965)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가장 선호되는 

리더십 스타일은 의사가 아닌 다른 치료자가 리더인 경우로 비교적 덜 

권위적인 직종의 치료자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다(M. Ng, 

1992). 병실모임을 40 년간 운영해오면서 리더십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Lipgar (1999)에 따르면 병실모임의 질은 주치료자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며, 

리더십 역할의 일관성이 팀 구성원의 일관성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본 모임에서만 리더 역할을 할 것인지 혹은 모임 전후에 

리더역할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Lipgar, 1999)주치료자인 

리더는 병실모임의 구체적인 목적과 기능, 방향을 정의하고 숙지하는 것을 

우선 해야 한다((Klein & Brown, 1987). 모임을 참석하는 구성원들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고, 왜 이 곳에 있는지 명백한 인식이 있다면 일관된 모임이 

진행될 수 있다(Lipgar, 1999) 리더는 한 팀으로 구성된 치료자들이 서로 

협력할 것을 강조해야 한다(Klein, 1981)치료진은 각자의 성향과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리더는 이를 정의하도록 돕고, 서로 동의 된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정하도록 격려한다(Klein, 1987). 

리더는 모임을 편안하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Lipgar, 

1999)모임의 토론 주제로 모든 참석자들이 정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슈를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Kahn, 1994)또한 리더는 병실모임에서 

나무를 위한 숲을 보고, 전체로써 병동의 세부사항을 보는 역할을 

한다(Lipgar, 1999) 

 



 20 

2. 환자 요소 

여러 연구(Kisch J, Kroll 1981; Klein RH, 1981; Lange, C, L & Brown, 

S, L, 2001)에서 병실모임을 주도하는 운영 그룹 형태를 치료자와 환자, 두 

집단으로 구분해 왔다. 치료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관련된 사건이 병동 생활에서 나타나게 되며 입원기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Lange & Bradley, 2001). 이러한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환자들이 병실모임을 이끄는 운영 방식이 선호 되면서 환자 요소가 

병실모임에 중요한 구성으로 확인되었다. 환자의 대표인 사회자는 참석한 

환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발되며 환자 의회가 구성되기도 한다. 

병실모임에 참석하는 환자는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관심과 좋은 

치료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모임을 준비하는 진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Harms & Benson, 2003). 환자들은 토론할 주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기에 책임감을 갖고 모임에 참석하길 권고된다(Harms & 

Benson, 2003). 환자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연결 되어짐과 친밀감을 경험할 

때 운영이 촉진된다(Novakovic et al., 2010) 

  병실모임은 정신역동적 접근을 하기 때문에 병동을 구성하는 환자 

집단의 특성은 모임 운영 방식에 영향을 준다. 입퇴원이 빠른 급성기 

정신과 병동의 경우 병실모임에 참석하는 환자들이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Kahn, 1994). 현실 검증력이 결여된 조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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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대부분인 병동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구조화된 형태로 모임을 

운영해서 환자들의 불안을 경감시키도록 한다(Klein & Brown, 1987).  

 

3. 구조적 요소 

구조적 요소는 병실모임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Rice (1993)는 병실모임은 명확하고 견고한 경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내에 다른 기능과 비교했을 때 병실모임의 기능이 확연히 

구별 되어야 하며 이는 외부의 다른 비치료적인 요인으로 병실모임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Rice, 1993)이렇게 구분 되는 것을 경계라고 

정의하는데(Klein & Brown, 1987). 구체적으로 내부적 경계(역할, 멤버십)와 

외부적 경계(공간, 모임 시간, 참석 조건)으로 구분될 수 있다(Lanza, 2000).  

본 연구에서는 경계를 역할, 공간, 시간과 모임의 크기로 구분했다. 

우선적으로 병실모임에 참석하는 치료자와 환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Lanza et al., 2016). 두 번째로 병실모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Lipgar, 1999). 한정적인 공간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구성원이 나온다면 그는 공동체에서 제외되었다고 느낄 것이다(Lange & 

Bradley, 2001). 또한 병실모임은 지정된 장소에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는 

병동 문제를 제안하여 환자와 치료자 간의 갈등을 다룰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하고 다른 공간과 구분하기 위함이다(Novakovic, 2010). 세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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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모임의 시간의 경계가 명확하게 한다. 병실모임을 정기적이며 한 주의 

핵심적인 시간으로 여겨져야 하는데(Novakovic, 2010) 이를 위해서는 

병실모임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치료 프로그램 혹은 활동도 진행되어서는 

안되며(Rice, 1993), 치료자들은 트레이닝을 포함한 사전모임부터 

사후모임까지 자신들의 경험을 반영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Novakovic et al., 2010). 마지막으로 병실 모임 

참석자의 크기이다. 참석자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는 장소만 있다면 제한이 없다. 구성원의 크기가 클수록 구성원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발생할 지에 대한 예상이 불가하며 투사 방어기제의 

활용이 잦아진다. 집단이 클수록 친밀감이 제한되고 개인의 독자성이 

위협을 받게 되며, 깊이 있는 토론이 힘들고 모임의 지속성이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Klein & Brown, 1987) 염두 해서 운영해야 한다. 

여러 문헌은 모임의 목적을 명료화하는 작업을 거치고 구성원이 함께 

공유해야 함을 강조한다(Harm, 2003; Novakovic, 2010; Klein & Brown, 

1987). 모임의 목적을 매 시간마다 공지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모든 

구성원이 명확한 오리엔테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하여(Kahn, 1994) 모임 중에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Harm, 

2003). 모임의 목적이 설정되고 나면 적절하게 구조화된 병실모임 

프로세스에 따라서 모임을 진행한다(Klein & Brown, 1987). 지나치게 높은 

구조화는 병실 생활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역동적 특징이 가려질 수 있으며, 

너무 느슨한 구조는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23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Klein & Brown, 1987). 모임이 적절하게 구조화되기 

위해서는 치료공동체 원리에 기반하여 모임 규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아무리 어려운 주제라도 이 원리에 집중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Kahn, 1994) 

또한 모임을 운영하면서 이전 모임에서 논의된 실용적인 이슈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추적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Novakovic, 2010). 

마지막으로 주변 소음을 최대한 차단해야 하며, 온도와 빛이 

적절하게 공급해서(Mayes et al., 2016) 모임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 상황적 요소 

병실모임은 여러 치료 인력의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노동집약적(labor-intensive) 구조이다(Lipgar, 1999). 이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황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구체적으로 병원의 전반적인 

문화, 파트너십, 안전함으로 구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우선적으로 병원 전체가 병실모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Novakovic et al., 2010; Wood & Pistrang, 2004). 그러기 위해서 병원과 

병동에서 치료와 질병에 대한 개념과 가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하며(Lange & Bradley, 2001) 관리자의 관심에 따라 병실모임을 운영의 지지 

정도를 결정할 것이다(Novakovic, 2010;Rice, 1993). 서비스 계획 및 구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서 환자 중심, 환자 참여 기반이 우선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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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녹아 있어야 한다(Wood & Pistrang, 2004). 병원 조직의 문화에 

따라서 병실모임의 운영 방향이 변화하기 때문에,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구조를 형성해야 한다(Wood & Pistrang, 2004).  

치료자들끼리 혹은 치료자와 환자의 파트너십이 병실모임 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우선, 치료자와 환자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파트너임을 인식해야 한다(Klein & Brown, 1987). 또한 

병실모임을 운영하는 치료자 팀원과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Novakovic, 2010). 치료자 팀원은 서로의 의견, 태도, 차이, 

병실모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Klein & Brown, 1987). 서로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과 

지지가(Novakovic, 2010)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각자의 창조적인 역할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Klein & Brown, 1987).  

병실모임 내에서 환자들이 어떤 발언을 해도 안전하고 보호된 공간으로 

느끼는 상황적 요소도 중요하다(Mayes et al., 2016). 환자들의 발언이 

무효화되거나 치료자 혹은 환자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낼 경우에 표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모임 내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Mayer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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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치료공동체 원리를 적용한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자와 환자의 

병실모임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모임 운영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방법과 

일대일 개인 면담을 적용하고 주제 분석을 진행한 질적 연구이다. 

                          

제 2 절 연구 대상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병실모임에 대한 참여자들의 다양한 관점의 경험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 

표출(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치료공동체 

원리를 적용한 일개 정신과 병원에서 운영하는 병실모임을 참석한 경험이 

있는 치료자와 환자로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한 자이다. 연구 참여자 

중 치료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공동체 원리를 적용하는 일개 정신과 병원에서 근무하며 

병실모임 운영 경험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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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병실모임에 대한 목적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어도 6 개월 이상 

참여해야 한다. 

셋째. 코로나 19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자이다. 

연구 참여자 중 환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 연령이 만 19세 이상 혹은 70세 미만이다. 

  둘째, 치료공동체 원리를 적용한 일개 정신과 병원에 DSM-5 기준에 

의하여 정신 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중이다. 

  셋째, 치료공동체 정신과 병원에서 운영하는 병실모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참석한 경험이 있다. 

환자 중에 그룹 면담 및 개인 면담으로 인해 정신과적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 자는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가진 책임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제외하도록 했다.  

 

2. 포커스 그룹의 구성 

선별한 참여자 범주에 적합하게 그룹을 구성하는 과정을 분할이라고 

한다. 분할된 표본들은 포커스 그룹을 구성할 때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과 

연관이 깊다. 동질성은 그룹 내 참여자들 간에 대화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그룹과 그룹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한 검증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 그룹 구성은 각 그룹의 참여자들이 그 특정 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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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야 하며, 또한 그룹 구성원들 서로가 그것을 

말하는데 있어서 편하게 느끼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유형을 기반으로 3 개의 포커스 그룹을 

구성했다. 1 차와 2 차는 동질적인(Homogenous) 집단으로 구성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차 포커스 그룹은 환자로 구성된 3 명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2차 포커스 그룹은 치료자 3명을 대상으로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3차 포커스 그룹은 6 명으로 치료자 3 명, 환자 3명으로 구성된 

이질적인(Heterogenous) 집단으로 구성했다. 이질적 집단 그룹의 인터뷰는 

병실모임을 끝내고 10 분 휴식을 가진 뒤에 바로 진행하여 현장감을 

확보하고자 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는 집단 토의 방식을 활용하므로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참여자들이 개별적인 의견과 경험을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필요한 경우 참여자 개인 심층 면담을 

통해서 보완했다(김성재 외, 2000). 본 연구에서는 그룹 인터뷰 도중에 서로 

라이벌 관계가 형성된 경우, 그리고 경력의 차이로 솔직한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개인 면담을 시행했다. 질문내용은 포커스 그룹의 

면담에서 사용했던 질문가이드를 동일하게 사용했고 이는 자료의 포화도에 

도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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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해당 기관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시행했다(IRB No. 2108/003-011). IRB 승인 이후에 치료공동체 원리를 

적용한 일개 정신과병원의 기관장에게 연구계획서를 전달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에 참여자를 모집했다. 

연구 시작 시, 연구참여자를 만나서 전반적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면담 시행 전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절차 및 방법,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이득, 연구 

참여자의 권리, 연구 참여에 대한 비밀보장을 포함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녹음될 것을 설명하고 원할 시에 내용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설명한 후 

동의서에 참여자의 서명을 받았다. 면담 종료 후 참여한 치료자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사례를 제공했다.  

대상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동안 연구자는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서 이름의 이니셜이 아닌 일련번호만 기재하며 연구자 1인만 알 

수 있도록 했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만 

수집했다.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인구사회적 정보의 범위는 치료자의 경우에 

성별, 연령, 직업, 치료공동체 병원 근무 기간, 병실모임 운영 기간, 

병실모임의 역할로 했으며 환자의 경우 성별, 연령, 진단명, 치료공동체 

병원 입원 기간, 병실모임 참여 횟수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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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인터뷰 녹음 파일과 전사한 파일은 연구자 소유의 노트북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잠금 장치를 이용했고 관리 책임자는 연구자 본인 한 

명으로 제한했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연구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폐기할 예정이다. 

 

4. 연구자의 준비 

연구자는 정신과 병동에서 7 년간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간호사로 

치료공동체 병동에서는 5 년간 근무하고 있다. 또한 병실모임에서 3 개월 간 

주치료자로 모임을 주도했고 3 년 이상 보조치료자의 역할을 했으며, 

치료공동체와 병실모임에 대한 운영 철학과 원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공부를 했다. 본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해서 ‘질적 연구 특강’을 

수강하였으며 강사와 연구 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의했다. 질적 

연구자로써 자질을 갖추기 위해 다수의 질적 연구들을 검토했으며 질적 

연구관련 서적을 바탕으로 연구방법론을 습득하고 익숙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 3 절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Creswell and Báez (2020)이 제시한 질적 인터뷰 시행 

단계를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했으며, 자료 수집은 IRB 승인 이후인 

2021 년 8 월 23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일대일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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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부터 두 번째 단계는 연구에 적합한 인터뷰 

종류를 정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자료 수집을 

위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와 개별 면담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 단계는 참여자를 초대하는 단계로 연구자가 선정한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와 함께 인터뷰 초청 카드를 제공했다. 네 번째 단계로 인터뷰 

실시를 위해서 질문지를 개발했다.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김성재, 2000)의 

절차에 따라 질문의 원칙을 숙고해서 연구 문제를 명확하게 했다. Krueger 

& Casey(2000)가 제시한 질문 방식과 과정을 적용하여 시작 질문, 도입 

질문, 전환 질문, 주 질문, 마무리 질문인 다섯 단계로 구성했다. (Table 3) 

다섯 번째 단계로 품질과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 녹음기를 사전에 준비해서 

인터뷰 내용이 깨끗하게 녹음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인터뷰에 적합한 장소를 마련하였다. 연구자는 병원 내에 방음이 잘 되는 

조용한 면담실을 인터뷰 장소로 권했고 직사각형 혹은 원형의 큰 테이블이 

있어서 토론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서 진행했다. 본격적인 인터뷰를 

실시하는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인터뷰 실시 전에 녹음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각 1 회당 평균 90 분으로 

진행했으며 개별 인터뷰는 60 분 이내로 진행했다. 인터뷰를 하면서 

연구자가 현장 노트를 작성하여 면담 과정 중 참여자의 표정, 몸짓, 태도 

등의 관찰 내용, 의미 있는 진술 등을 메모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녹음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면담 직후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Verbatim) 필사 했으며 문서화하여 자료 분석 과정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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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terview Guideline 

질문과정 발문 

시작 질문 
n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주세요 

도입질문 
n 병실모임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병실모임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전환질문 n 처음 병실모임을 참석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주 질문 

n 참석했던 병실모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세요. 

n 만족스러웠던 병실모임이라고 생각된 모임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n 병실모임에 참석하면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n ‘병실모임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n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병실모임의 좋은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n 병실모임 중에 개선했으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마무리질문 n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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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 분석 절차 

수집 된 자료는 Braun and Clarke (2006)가 제시한 주제 분석 

(Thematic analysis)의 6 단계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집된 자료와 친밀해지기(Familiarizing yourself with your 

data) 과정이다. 인터뷰 녹음 파일을 듣고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verbatim) 

필사 했고, 필사본을 반복하여 읽으며 자료에 몰두하여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병실모임의 환자와 치료자의 경험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 핵심적인 단어, 문장, 구절들을 의미 단위로 나누었다. 두 번째, 초기 

코드 생성하기(Generating initial codes) 과정이다. 필사본에서 얻은 의미 

단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자의 판단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환자와 치료자의 병실모임 경험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과 

의미를 고려하여 코드로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103 개의 코드가 

생성되었다. 세 번째, 주제 찾기(Searching for themes) 과정이다. 이전 

과정에서 생성된 코드를 가지고 유사한 코드 끼리 묶고 통합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총 6개의 주제와 19개의 하위 주제가 생성되었다. 

네 번째, 주제 검토하기(Reviewing themes) 과정이다. 이전에 생성한 주제를 

재검토하고 재정의하는 단계로 도출된 주제와 하위 주제 모음이 적합한지 

확인했다. 다섯 번째, 주제 정의 및 명명하기(Defining and naming themes) 

과정이다. 연구자는 연구 목적에 유념하여 주제를 정의했으며 독자가 읽었을 

때 연구 주제를 파악하기 쉽도록 간결한 언어로 명명하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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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하기(Producing the report)에서는 명명된 주제들을 

관련성에 따라 분류해서 최종적으로 주제를 도출하고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각 주제와 하위 주제를 단순 자료의 서술이 아닌 연구 질문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진술문을 삽입했다.  

 

제 5 절 연구 결과의 질 확보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 and Guba 

(1985)의 4 가지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을 적용했다. 

우선 사실적 가치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이 얼마나 생생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사한 인터뷰 자료를 참여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경험의 현장감이 충분히 전달되는지 점검했다. 적용 가능성은 

연구 상황 이외의 맥락에서 적용 가능성이 평가되는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포화(Saturation)가 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했다. 

일관성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한 결과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지도교수에게 연구 진행 과정을 보고하고 지도 받아서 적절한 

연구 절차와 타당한 추론이 도출되도록 했다. 중립성은 연구 과정이나 

결과에 나타나는 편향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진술 내용과 기존 

연구를 비교하여 병실모임을 참석했던 환자와 치료자의 공통적인 경험과 본 

연구 참여자들의 특수성에 대해서 구별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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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참여자는 총 12 명으로 환자 6 명, 치료자 6 명이며 남성은 

4명(30%), 여성은 8명(70%)이었으며 참여자의 연령은 20대 7명, 40대 2명, 

50 대 1 명, 60 대 1 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 중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해보면, 진단명은 조현병,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조현정동장애, 

알코올사용장애로 다양했으며 입원기간은 평균 5 개월, 병실모임의 참석 

횟수는 적은 경우 5 회 이상 10 회 미만, 많은 경우는 15 회 이상이었으며 

평균 10 회의 참석 횟수를 보였다. 치료자의 경우 간호사 2 명, 사회복지사 

3명, 예술치료사 1명이었다. 병실모임 내 역할은 주치료자 2명, 보조치료자 

4명이었다. 치료공동체 병원 근무 기간은 가장 적은 기간인 3개월부터 가장 

많은 기간인 10년 이상으로 폭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Table 4)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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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 Participants 

 

Table 5.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aff Participants 

ID=Identification, F=Female, M=Male 

 

 

 

ID 성별/나이 진단명 입원기간 
병실모임 

참석 횟수 

F1-1 F/24 알코올사용장애 3개월 10회 이상 15회 미만 

F1-2 F/28 양극성장애 1개월 5회 미만 

F1-3 M/27 조현정동장애 11개월 10회 이상 15회 미만 

F3-1 M/62 조현병 8개월 15회 이상 

F3-2 F/21 우울장애 7개월 10회 이상 15회 미만 

F3-3 F/58 알코올사용장애 1개월 10회 이상 15회 미만 

ID 성별/나이 직업 
치료공동체 병원 

근무기간 

병실모임 

운영기간 

병실모임 

역할 

F2-1 F/45 예술치료사 10년 10년 이상 주 치료자 

F2-2 M/29 간호사 2년 8개월 1년 보조치료자 

F2-3 M/28 사회복지사 2년 7개월 10개월 보조치료자 

F3-4 F/42 사회복지사 10년 5개월 10년 이상 주 치료자 

F3-5 F/27 간호사 2년 6개월 2년 보조치료자 

F3-6 F/28 사회복지사 8개월 3개월 보조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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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공동체 원리를 적용한 병실모임을 

참여한 환자와 치료자의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서 환자 6 명, 치료자 6 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심층 면담을 진행했으며 수집된 자료와 

현장 노트의 내용을 주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총 108개의 코드 

진술은 연구자에 의해 분류 및 해석되어 다음의 6 가지의 주제와 19 개의 

하위 주제로 도출되었으며 각 주제에 대한 표는 다음과 같다. (Table 6)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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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Staffs' Experience of Community Meeting 

Themes Sub-Themes Content 

성공적인 모임 운영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함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미리 공유함 

경험을 통해서 모임 목적의 공유가 중요함을 확인함 

사전 모임을 통해서 모임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정함 

모임 참석 전에 치료자의 

마음가짐을 점검함 

병실모임과 치료공동체의 이해가 부족함 

전통적인 치료자 역할에 익숙해서 모임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이 어색함 

환자와 동등한 위치로 참석하기 위해 노력함 

신념을 가지고 치료적인 

모임 운영을 위해 

고군분투함 

환자의 증상행동으로 인한 

모임 운영의 어려움 

기능 수준이 동일하지 않은 환자들로 인한 모임의 어려움 

증상이 심한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움 

환자의 충동행동으로 불안하고 위축 됨 

환자들의 갈등이 표면화될 때 치료적 환경이 훼손될까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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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의 가치와 의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모임의 가치와 의의로 인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낌 

위기 상황에서 ‘지금-여기’ 기술을 활용하여 극복함 

부담감과 어려움 속에서 모임의 방향을 설정함 

편치 않은 마음을 누르고 규칙 위반에 대해 조치함 

다양한 전문가와 조율하며 

협업함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와 협업하면서 긴장감을 느낌 

치료자 간 접근 방식과 역량의 차이를 조율함 

호흡이 잘 맞는 치료자와 협업하면서 즐거움을 경험함 

긍정적 변화를 목격하며 

보람을 느낌 

동료 환자를 무시하고 얕보던 환자가 태도를 바꿈 

다양한 감정과 의견을 교류하며 인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함 

통제 불가능했던 환자의 폭력 행동이 수정됨 

모임이 종료된 이후에 새로운 소통이 생겨남 

검토 작업을 통해 모임 

운영을 개선해 나감 

모임에 영향하는 내적 

외적 요소를 점검함 

모임의 토론 주제를 통해서 병동 분위기와 역동을 파악함 

슈퍼비전을 통해 모임 운영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 

자기성찰을 통해 치료자의 역할과 성향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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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피드백을 받게 됨 

소수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사후모임의 분위기가 불편함 

역전이를 공유하고 극복해 

나감 

모임에서 보였던 치료자와 환자의 반응을 함께 분석함 

모임에서 치료자에 대한 불만을 토론하면서 겪었던 속상함을 나눔 

치료적 운영을 위한 

보완점을 고민함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치료자 역할에 한계를 느낌 

치료공동체와 병실모임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과 체계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함 

환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환자용 병실모임 지침서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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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Patients' Experiences of Community Meeting 

Themes Sub-Themes Contents 

갈등을 다루는 
병실모임이 낯설게 

다가옴 

모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참석을 꺼려 함 

이전의 병실모임 경험과 다르게 갈등을 다루는 것이 불편하게 다가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모임 참석을 거부함 

치료자들의 동등하지 못한 태도로 불편함 

자신에 대한 비난을 직접 목격하여 상처를 받음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는 

과정이 어색하고 불편함 

대인관계 갈등을 말로 꺼내기까지 여러 번 고민함 

모임 도중에 갈등 관계의 대상이 폭력을 보여서 두려움에 휩싸임 

대화로 풀어보려고 시도했지만 오히려 관계가 악화됨 

병실모임의 목적과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움 

오리엔테이션의 부족으로 모임 방향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함 

모임의 규칙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구성원으로 인해서 집중이 어려움 

모임의 긍정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체험함 

갈등과 불편함이 해소되는 

순간을 목격함 

갈등 관계의 두 환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함 

치료자의 대처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위로 받음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예의를 함께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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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풀어나가야 상처가 곪지 않음을 깨달음 

새롭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함 

속상한 마음을 공감해주는 공동체의 따뜻함을 경험함 

모임 종료 이후에도 맺어진 긍정적 관계가 확장되고 유지됨 

치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감 

공동체 구성원이 둥글게 둘러앉아 서로를 소개함 

모임의 발언권을 통해서 공동체 소속감을 느낌 

미리 안건을 준비하며 진지한 태도로 모임에 참석함 

모임이 회복 과정에 
필요한 치료적 

도구임을 인식함 

정신 증상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받게 됨 

병실모임을 사회의 축소판으로 여기게 됨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고 연습하는 기회를 활용함 

수정되기 힘들었던 사고 및 행동 양식이 변화함 

환자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소통의 장 

환자가 제시한 안건으로 변화된 병동 환경을 목격함 

치료자들이 논의한 내용을 피드백 받아 서로 소통하고 있음을 인식함 

한 개인으로 존중되면서 

자존감이 향상됨 

치료자의 반응을 통해 존중되고 있다고 느낌 

환자 대표인 사회자 경험을 통해서 집단의 주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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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주제: 성공적인 모임 운영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함 

   제 1 주제는 치료자들이 병실모임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면서 

치료적인 모임 운영을 하여 사전준비에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기울이고 

있음을 드러내는 주제이다. 이에 속하는 하위주제로는 ‘명확한 모임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미리 공유함’과 ‘모임 참석 전에 치료자의 

마음가짐을 점검함’이 도출되었다.  

 

1) 명확한 모임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미리 공유함 

   이 하위주제는 치료자들이 병실모임을 운영하기 전에 사전준비모임(Pre-

meeting)을 통해서 모임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치료팀과 

공유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주제이다. 

치료자들이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대체로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성찰 하게 된 시점이었는데, 다음 인용문은 병실모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던 과거 초심자 시기에 환자들이 단체로 모임 참석을 

거부했던 사건에 대한 참여자의 경험이다.  

 

병실 모임이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게 아니니까 여기 참여하는 

(환자)구성원들의 불만들이 되게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이거 참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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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자. 대안도 얘기하지 않고 해결점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라고 하니까 

저도 동요 돼서 ‘왜 이 모임을 하는 걸까?’ 의문을 가지게 되고.(F3-4) 

 

   치료자들은 모임 운영 경험이 쌓이면서 모임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음 인용문은 치료팀이 병동 내 안전 확보와 

환자들의 불안 감소라는 명확한 목적을 공유해서 병실모임을 효과적으로 

운영했던 사례에 대한 진술이다. 

 

그때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이 칼을 반입 했었나? …(중략)… 우리 병동 

사람들도 되게 불안했던 상황이어서 치료자 넷이 가운을 다 입고 (모임에) 

들어왔어요 환자들은 치료자가 그렇게 나오는 거를 좋아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치료자들이 가운 입고 앉아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F2-1) 

 

   또한 치료자들은 모임의 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치료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전준비모임에서 논의가 필수적임을 깨닫게 되었다. 치료자들은 

한 주 동안 병동 분위기에 영향을 주었던 사건을 모두 취합하며 

사전준비모임에서 이를 공유했으며, 공유된 각 사건마다 어떤 방향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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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해야 치료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미리 논의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다. 다음 인용문은 치료자들이 특정 환자로 인해 유발된 

불편감을 안건으로 다루게 될 것을 예상하게 되면 사전모임에서 어떤 

사안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진술이다. 

 

치료자들도 환자들도 (공격적인 환자에 대한) 안건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pre-meeting 때 미리 작전을 짜고 다 스탠 

바이하고 긴장하고, 미리 병동에 이야기해서 보호사 선생님들은 쫙 둘러 

쌓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F2-1) 

 

2) 모임 참석 전에 치료자의 마음가짐을 점검함 

   모임에 대한 목표와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나면 치료자들은 자신의 

역할과 태도를 점검했다. 보통 점검 과정은 지난주 병실모임의 

사후모임에서 검토했던 사항을 토대로 진행됐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치료자들은 치료공동체 원리와 이해가 부족했던 때를 떠올렸는데 

다음 인용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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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병실모임을) 모르는 사람한테 소개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하는 데까지 저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기 때문에 새로 온 

선생님들에게 쉽게 설명은 잘 안 됐던 거 같아요. (F2-3) 

 

   대부분의 치료자들이 처음 접하는 접근 방식이었으므로 치료공동체의 

원리로 작동하는 병실모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들은 병실모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고, 자신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직원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입장이 되기도 했다. 

치료자들에게 병실모임 운영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전통적인 치료자의 

역할에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참여자들이 기존에 인식했던 치료자의 역할과 

병실모임에서 요구되는 치료자의 역할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일방향성 대화가 주요하던 이전의 병원과는 다르게 다양한 의견이 교류되는 

공간이 생소했고, 의사가 처방한 약물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환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치료자의 태도를 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었다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병원에서는 서로 필요에 의해서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대화 할 수 있게 (장소가) 마련이 돼 있어서 신기 했어요. (F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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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약에 대한 불편함을 정말 naive 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 놀랐어요. 편견일 수도 있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의사가) 약을 

처방한 걸 텐데. 그거에 대한 불편한 것을 얘기하고 또 거기다 (치료자가) 

공감을 해주고. (F3-6) 

 

   치료자들이 처음 병실모임을 참석했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치료자의 

역할은 박식하고 치료 모임을 주도하거나 환자의 행동을 수정해주는 

역할이었다. 이들은 환자들이 병동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아 궁금했지만 무지한 치료자로 평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질문하지 못했으며, 환자를 친구 대하듯이 위로해주는 것은 그들이 

기대하던 치료자의 역할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느껴서 낯뜨겁게 여겼다.  

 

처음에 환자들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해가 안되면 나는 숨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느꼈던) 치료자는 무언가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치료자가 궁금해한다? 그러면 파악을 못한 치료자라고 

평가 받을까봐… (병실모임이) 되게 답답하기도 했고. ‘왜 (환자의) 대답을 

유도하기만 하지? 왜 지적하지 않지?’ 그랬죠. (F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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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기법을 잘하는, 이론적으로 탄탄한 (치료자가 좋은 치료자라고 

생각해요). 목소리만 크고 당당한 게 아니라… ‘속상했겠어요.’ 라는 말은 

오그라들어요. (F2-2) 

 

   하지만 병실모임에서는 그들이 익숙했던 전통적인 치료자의 역할과는 

다른 역할이 요구되었다. 참여자들은 치료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이 

생소했지만, 병실모임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치료자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치료자들은 병실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권위로 상징되는 치료자 가운을 벗었다. 이들이 가운을 벗는 

행동은 전통적인 치료 방식에서 탈피하여 환자와 동등한 자리와 그들의 

입장에서 어려움과 고충을 듣겠다는 다짐의 상징이었다. 

 

병실모임에서 우리가 가운을 벗고 가잖아요? 가운이라는 (것) 자체가 

관계적으로 힘, 권력(의 의미)인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뜻인 거지. 처음에 내가 환자들과 파워 게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환자와 

치료자가 아니라 당사자, 회복자, 그리고 똑같은 개인과 개인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해 왔었죠.(F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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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 주제: 신념을 가지고 치료적인 모임 운영을 위해 

고군분투함 

제 2 주제는 병실모임을 운영하면서 치료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병실모임의 치료적 가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치료자들의 경험을 드러내 준다. 이에 속하는 4 개의 하위주제로는 

‘환자의 증상행동으로 인한 모임 운영의 어려움’, ’모임의 가치와 의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다양한 전문가와 조율하며 협업함.’, ’긍정적 변화를 

목격하며 보람을 느낌’이 도출되었다.  

 

1) 환자의 증상행동으로 인한 모임 운영의 어려움 

   치료자들이 사전 모임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병실모임에 참석하지만, 

예상했던 안건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다양한 구성원이 상호작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치료자들은 다양한 연령층과 

진단명을 지닌 남녀 입원 환자들이 참여하는 병실모임 운영 시에 적절한 

기능 수준을 설정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집단군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니까 기능 차이가 너무 많아서, 집단의 기능을 

중(中)인지, 하(下)인지 설정이 잘 안 되고, 참여하는 환자들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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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한 psychosis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모임을 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죠. (F2-1) 

 

불편한 사항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병실모임의 주요한 목적이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증상이 심한 환자의 이야기는 

지리멸렬하여 이해하기 어려웠고, 토론 중에 주제와 무관한 이야기를 불쑥 

꺼내는 환자의 의견에 대처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psychosis(정신증) 환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보다는 일단은 친절하게 넘어가는 거야. 더 구체화하지 

않고. (다른) 말 잘하는 사람 의견을 듣고. (F3-4) 

 

어떤 환자가 (토론 주제와)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 

환자한테 질문을 하고 감정에 집중하는게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F2-2) 

 

한편, 병실모임에서 갈등과 관련된 주제로 토론하게 되면 구성원들 

사이에 부정적인 감정이 교류되곤 한다. 이때 부정적 감정에 자극된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돌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치료자들이 겪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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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환자 대표로 참석한 사회자가 충동적으로 

모임을 이탈 했던 당시 치료자가 느꼈던 불안한 감정을 진술한 

인용문들이다.  

 

한 사회자분이 출석을 부르면 대답하는 시간을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빨라서 천천히 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중략)… 그 순간에 분위기가 싸 해지더라고요.  (F3-6) 

 

(사회자가) 나간 거죠. 거기에 코(Co-therapist)로 참여를 했는데 시작한 

지 5 분 만에 사회자가 뛰쳐나갔는데 메인 (치료자)선생님도 포함해서 

집단도 벙 찌고, 환자들도 겁이 나서 ‘그냥 넘어가요.’(라고 하며) 다같이 

불안하고. (F2-3) 

 

병실모임 안에서 종종 형성되는 소그룹이 치료자의 병실모임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소그룹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환자가 치료자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불만을 표출하고 투사하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치료자로써 위축감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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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중에 힘 있는 분들은 모임을 진행하시는 (치료자) 선생님들한테 

정면 충돌하듯이 ‘왜 이런 걸 하느냐.’ 면서 중간에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많이 위축되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F3-4) 

 

다음 인용문은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환자에 대한 불편감을 주제로 

토론을 했던 병실모임 이후에 환자가 더 위험한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치료자의 진술이다. 이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치료자들은 병실모임을 운영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장애물을 

헤쳐 나가야 했다.  

 

출근 할 때마다 불안하고 감당 안되던 환자 이야기(가 병실모임에서) 

나왔을 때의 긴장도가 제일 높았던 거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가 

acting out 을 할 수 있으니까. 끝나고 얘가 안건을 이야기한 환자한테 

달려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F2-2) 

 

2) 모임의 가치와 의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환자의 증상행동으로 발생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치료자들은 

병실모임을 치료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치료공동체 병원에서는 병원장을 포함한 관리자급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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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모임을 ‘치료공동체의 꽃’이라고 부르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인용문은 병실모임에 대한 가치를 확인한 치료자의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던 진술이다. 

 

원장님들이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도 많이 했고 

‘치료공동체의 꽃’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 슈퍼바이저들이 (병실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태도여서 저도 진지하게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중략)… 내가 잘해 보이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F2-1) 

 

   병실모임은 모든 병동 구성원이 참석할 수 있는 커다란 원형의 공간에서 

운영되었다. 병실모임에 토론 참석자로 참여하지 않은 환자와 치료자도 

외부에서 병실모임의 진행 과정을 집중하고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다음 

인용문을 통해서 병원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병실모임을 운영하는 치료자들에게 어떤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제 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들어가서 부담감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병실모임을) 하는 전날만 돼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시작하기 전에 초콜릿 먹으면서 시작하고. (F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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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 한마디를 모든 사람들이 듣는 거 잖아요. 그만큼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청하고 

환자분들도 치료진의 이야기도 경청하는 분위기라서 얘기를 잘못 툭 

던지면 영향이 클 수도 있고 환자분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F2-3) 

 

책임감을 갖고 참석한 치료자들은 환자들의 증상으로 발생하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치료적 순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사회자가 갑작스럽게 모임에서 나가버려서 집단의 불안도가 올라갔던 

상황에서도 오히려 당시 집단이 공통적으로 겪은 부정적인 감정을  ‘지금-

여기(here-and-now)’ 기술을 활용하여 극복해냈다.  

 

‘지금 (사회자가) 갑자기 나가니까 어떻냐?’ 라고 질문을 해서 (환자들이) 

다들 당황스럽다고 표현하고 감정을 해소하고, 불안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갔죠. (F2-3) 

 

치료자팀의 리더인 주치료자는 즉흥적으로 운영되는 모임의 흐름을 

읽어내서 토론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했다. 토론 방향은 환자들이 

제시한 안건 중에 어떤 주제를 짧게 다루고 어떤 주제는 깊이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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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야 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으며 이는 주치료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환자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와 치료자가 깊이 있게 

다루고 싶은 주제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주치료자에게 쉽지 않은 과업이었다. 다음 인용문은 주치료자가 모임 

운영 시 겪는 어려움을 잘 나타내는 진술이다. 

 

Main(주치료자)을 하다 보니까 실제 환자분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잘 짚어 나가는 게 필요하고 어떻게 (모임을) 끌고 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음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다수결 의견의 주제를 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안건을)거를 한 번 

(주제로) 정했다가 완전히 망 한적이 있거든요. 오히려 치료진은 그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환자분들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F3-4) 

 

병실모임에 다양한 구성원이 토론에 참여하고 차분하게 모임 진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대한 설정과 엄수가 필수적이었다. 치료자들은 

안전한 집단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원활하게 토론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편한 

마음을 억누르고 규칙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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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저희도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 마음이 편치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말하면 (환자들이) 불편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예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규칙이 있어야 정돈이 되고 매끄럽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요. (F3-5) 

 

3) 다양한 전문가와 조율하며 협업함 

병실모임에 참석하는 치료자들은 직종이 다양하며 경력도 상이했다. 

그래서 병실모임에 참석하는 치료자들에게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와 

협업하는 과정은 어렵고 긴장되는 일이었다. 즉흥성을 특징으로 하는 

병실모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치료자들 간에 신호(cue)를 수시로 

주고받으며 동일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치료자팀의 압력을 활용했다. 

다음 인용문은 치료자들이 서로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각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애쓰고 주치료자가 원하는 모임의 흐름과 방향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진술이다. 

 

다른 전문 분야의 치료자랑 병동 치료진하고 같이 언어적,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해서 모임에서 진행되는 감정선을 따라가고…(중략)… 

심리극이랑도 비슷한데 기저에 어떤 얘기들 하고 싶어 하는지 계속 

따라가야 되니까 긴장이 됐죠. (F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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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안건을 이야기한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의도를 

파악해야 하고, 메인(Main therapist)과 코(Co-therapist)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딱 맞아야 하는 것이죠. 서로 아이컨택이 되면서 신호를 

보내지. (환자를) 공감을 해줘. (환자에게) 물어봐 줘. (F3-4)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가 한 팀으로 운영되기에 각자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치료자들의 경력 차이로 인해서 역량의 상이점이 존재했다. 

치료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모임 도중에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팀원이 있다면 답답함을 경험하기도 했고 

반면, 신호를 따로 주고받지 않아도 협업이 원활하게 될 때는 모임 진행이 

수월했다. 다음의 인용문은 치료자들이 서로 협업하면서 겪을 수 있는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을 진술한다. 

 

시니어가 주니어들과 (함께 모임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화가 많이 났죠. 

내가 코어로 들어갈 때는 나만 뛰고 있고 내가 메인으로 들어갈 때는 또 

나만 뛰고 있고 하니까. 왜 나만 이렇게 진심이야? 협업이 전혀 안 

되니까 (그룹의)다이나믹 (파악)은 개뿔. (F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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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체온계를 없애 달라, 그걸 보면 자해 생각이 난다’고 안건을 

냈는데 시설(관리 사항)로 넘겨(서 의견을 내)라 하고 묵살이 됐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환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안건을 

잡으면 여러 주제를 뽑아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걸 잘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F2-2) 

 

잘 맞는 사람이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A 선생님은 쳐다보지도 않아도 

잘 맞아요. 내가 메인이고 A 선생님이 코어일때도 잘 맞고. 반대일 때도 

잘 맞고. (F2-1) 

 

4) 긍정적 변화를 목격하며 보람을 느낌 

치료자들은 병실모임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순간을 떠올리며 병실모임의 

치료적 가치를 실감했고 모임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갔다. 한 

참여자는 증상이 심한 동료 환자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던 환자의 태도가 

병실모임을 통해서 바뀐 경험을 떠올렸다. 증상으로 인해서 알 수 없는 

말을 쪽지에 적어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환자에 대한 불편감을 

이야기하면서 모임 초기에는 그의 증상을 비웃고 얕잡아보는 장난스러운 

분위기를 보였다. 하지만 모임이 진행될수록 환자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결국 처음에 의견을 제시했던 환자가 자신의 태도를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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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 안건 낸 친구가 (그 환자에 대해서)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다가 

다른 분이 그 사람이 성경을 본다고 했고. 다른 분은 우리에게 뭔가를 

도와주려고 (그런 행동을)하는게 아니겠냐(고 의견을 냈어요). 초반에 

어린 친구들은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장난스럽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던 친구들 태도가 좀 바뀌었고…(중략)… 환자들 

사이에서 그분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면 이런 것이 ‘공동체의 

힘’이라고 느끼죠. (F3-4) 

 

치료자들은 병실모임을 치료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다양한 감정과 의견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공유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상반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환자들이 

표현한 다양한 시각과 감정들이 하나로 통합될 때, 환자들은 결국 한 

인간에게 여러가지 면이 존재함을 성찰하게 됐다. 또한 각자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 공감을 하게 되고 이 경험이 나에게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함을 알게 됐다.  

 

많은 사람(환자)들이 얘기를 해 줘야 편하게 느껴져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해줘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감정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느낄 수 있잖아요. 공감되고 다른 생각도 공유할 수 있고. (F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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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증상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하거나, 증상 때문에 힘들던 분들은 다른 분들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 하면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하는 공감을 받았을 때 만족스럽다고 

느꼈어요. 치료자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집단 지성처럼 의견을 오가면서 

결국에 (공동체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F3-5) 

 

다음 인용문은 참여자가 병동 내 공격적이고 체격이 큰 환자가 병동의 

구성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사건을 회상하며, 개별적인 치료 

방식으로 다루기 어려웠던 그의 행동 문제를 병실모임에서 문제로 제기하고 

토의하면서 환자의 폭력성이 개선되었던 경험을 보여준다. 폭력성을 보였던 

환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면하게 

되고 집단의 구성원들과 어울리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 

 

‘내가 힘이 제일 세고 내가 여기를 휘저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병실모임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안건이 나오고)‘내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 그 친구가 많이 변했고, 

몇 주 뒤에 그 안건을 내셨던 분이 칭찬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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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모임이 아니었으면 누가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F2-3) 

 

병실모임의 긍정적인 영향은 그 모임 시간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모임이 

종료되고 나서도 구성원들 간에 새로운 소통이 생겨났고 병실모임 안에서의 

대화하는 문화가 병동의 분위기로 자리잡을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다음 

인용문을 통해서 병실모임이 평소에 한번도 말을 섞어보지 않은 

구성원들끼리 대화할 수 있게 다리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3-2 님이 (대인관계 갈등에 대한)안건을 얘기하고 (관계가 더 악화될 

까봐) 불안하고 힘든 부분을 (병실모임을) 마치고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갈등 있는 환자의)실명을 나에게 얘기하라고 해서 곤란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고마웠어요. 저는 병실 모임 이후에 일어났던 

변화들이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F3-4) 

 

3. 제 3 주제: 검토 작업을 통해 모임 운영을 개선해 나감 

제 3 주제는 치료자들이 병실모임 이후에 진행하는 사후 모임에서 금번 

모임과 관련된 총괄적인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병실모임을 더 치료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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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는 주제이다. 이에 속하는 하위주제로는 ‘모임에 영향하는 내적, 외적 

요소를 점검함’,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 ’역전이를 

공유하고 극복해 나감’, ’치료적 운영을 위한 보완점을 고민함’이 도출되었다. 

 

1) 모임에 영향하는 내적, 외적 요소를 점검함 

병실모임의 토론 주제는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와 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를 비추는 거울이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채택되는 토론 

주제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집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주제이거나, 

불안이나 갈등에 대한 집단의 역치(Threshold)가 낮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덜 야기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치료자들은 

사후모임에서 모임의 토론 주제와 과정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병동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환자내 소그룹 형성 여부와 역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실모임에서 환자들이) 자발성을 갖고 이 공동체에 대한 나만의 

생각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실모임이) 병동에 대한 

분위기를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 (F3-4) 

 



 62 

병동 전체가 대상인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병실모임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주제가 선정되는 거니까. 병실 모임을 보면 

요즘 병동이 어떤지 딱 느껴지기는 해요. (F2-3) 

 

더불어 사후모임에서 병실모임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을 검토한다. 경험이 

많은 슈퍼바이저가 함께 참석하여 모임에 참석하는 치료자들이 병실모임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숙지하고 사례 별 대응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돕는다. 

이러한 피드백은 치료자의 개인적인 성찰을 돕고 치료자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인용문은 사후모임에서 치료자들이 받았던 슈퍼비전의 

긍정적 요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진술이다. 

 

애프터 미팅에서 병실모임 의미와 대처방식을 계속 훈련하듯이 슈퍼 

비전을 주는 분이 있어야 해요. (제가 모임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대답과 

질문을 하고 메인으로서, 코어로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배우)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중략)…그때 받았던 피드백이 ‘무슨 TV프로를 

진행하냐.’는 거였어요. 나는 해결해주는 역할이 익숙하고 갈등을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지.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 성찰하는 과정을 갖게 

되었죠. (F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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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항상 피드백을 해 주셨어요. 기계 같다고. (모임에서 환자가 안건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료화 하는 것이면 하는데, 

주제가 감정적인 것을 건드리는 것은 제가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런 것은 긍정적인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죠. (F2-2) 

 

2)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 

한편, 치료자들은 사후모임에서 슈퍼바이저와 동료들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는 상황을 불편하게 느꼈다. 상당한 시간의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서 모임 운영에 최선을 다했으나 사후모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병실모임에 참석하는 상황이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긴장감과 

두려움을 유발하게 되었다.  

 

(모임 도중에 내내) 멀뚱멀뚱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애프터 

미팅에서 나한테 ‘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느냐.’고 깨졌죠. 매번 모임이 

시험 보는 느낌이었죠. 또 망했다. 또 잔소리 듣겠구나! (F3-4) 

 

치료진들은 이거(병실모임)를 준비할 때 시간도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정적) 피드백을 애프터 때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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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치료자 회의 때 또 받고. 그럴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중요한 건데 

참 힘들다고 생각해요. (F3-5) 

 

(모임에서 하는) 코어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피드백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부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모임의) 흐름을 깰 수도 

있겠다는 죄책감이 커서 말도 못 했죠.  (F2-3) 

 

간혹 사후모임에서 소수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아 치료자들끼리 다툼이 

벌어졌으며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편한 마음이 들어도 

입밖으로 꺼내기 쉽지 않았다. 다양한 의견이 중요시되는 병실모임과 달리 

치료자들의 사후 모임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다음 인용문은 이러한 상황을 잘 나타내는 진술이다. 

 

나랑 의견이 다른 치료진하고 많이 (싸움) 붙었어요. …(중략)… 내 생각을 

계속 자르고 묵살하는 치료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빡이 쳤죠. (F2-1) 

 

내가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주제를 확 바꾼다거나 어떻게 

보면 면박일수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땐 좀 괜히 말했다 후회도 되면서도. 

‘아씨 짜증나. 뭔데 저러지.’ 하는 생각도 들고.(F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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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전이를 공유하고 극복해 나감 

병실모임에서 실제로 자주 거론 되는 주제로는 치료자들의 태도와 

무성의 함에 대한 불만 사항을 들 수가 있다. 사후모임에서는 토론 도중에 

나타나는 환자 및 치료자의 반응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환자가 안건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한 추적의 시간을 거쳤다. 치료자에 대한 불만을 다루는 

주제일수록 집단의 치료효과가 크기 때문에 치료자들은 안건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저에 어떤 역동이 깔려있을지 파악하는 작업은 중요하게 

여겨졌다. 

 

C 선생님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병실모임에서 이야기)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선생님도 상황에 계시면서 되게 불편했던 거죠. 막 왔다 갔다 

하고. 우리도 눈치가 보이고. 그런데 나중에 에프터 미팅을 했을 때,  

C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일을 혼자 커버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오히려  

환자분들에게 예민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겠다(는 결론을 냈)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선생님들이 개입 했던 기억이 나요. (F3-4) 

 

치료진의 행동이나 태도로 야기되는 불편함에 대해서 토의를 할 때, 

경험이 적은 치료진들은 억울함과 환자들에 대한 서운함을 경험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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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을 통해 환자들에게 치료자 희생양(scapegoating)이 되어 감정이 

손상되었던 참여자의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사후모임에서 치료자들은 

이러한 역전이적 감정을 공유하고 상대 환자를 잘 파악하고 있는 

치료자팀의 일원이 환자의 공격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지지해주어 서로 

극복하도록 돕고 있었다.  

 

담당 선생님이 상담을 잘 안 해준다 거나 (하는 의견이 나오면) 아니면 

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이야기하고. 그럴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불편할 때인 것 같아요. (F3-5) 

 

4) 치료적 운영을 위한 보완점을 고민함 

또한 참여자들은 모임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치료자로서 부족함과 

한계를 경험하였다. 치료자들은 초심자 시절에 긴장하여 한 마디도 하지 

못했던 일을 떠올리며 죄책감이 들었고, 이후에 입을 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는 모임 촉진 기술에 한계로 인해서 자존감이 저하되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타이밍 놓치고 다 

끝나고 ‘내가 왜 말을 못 했을까?’ 하며 자책하고 그랬어요.(F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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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에 외출 면회 못 나간다는 안건이 한달을 나왔을 때가 있잖아요. 

해결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인 해결이 아닌 감정적인 

해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질문법에 한계가 있어서 매번 같은 질문만 

하고 있으니까 (한계라고 느껴요.) (F2-2) 

 

치료자들은 모임의 운영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치료적으로 가치 있는 모임인 만큼 

능숙하게 운영하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체계적인 훈련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오랜 기간 모임을 운영했던 치료자들도 경험적인 지식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발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겼다. 또한 병실모임의 이론적 

토대인 치료공동체 원리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에 모임에서 적용하는 

규칙과 운영방식이 이론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이 갖게 되었다.  

 

차라리 (병실모임 교육) 그런 게 있으면 학습이 될 텐데 없었던 것 같고. 

이 곳(근무하는 병원)의 병실모임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치료공동체 원리로 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규칙이 치료공동체 원리랑 적합 한지도 실은 잘 모르겠고. 

(F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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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관심을 갖고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해하게 된 거지, 만약 

그런 작업들이 없었다면 뭘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10 년동안 해왔던 

선생님들도 경험적인 지식만 많이 쌓여서 하는 것 같아요. (F2-3) 

 

치료공동체 병원의 초기 세팅에 참여 직원이었던 참여자는 병실모임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병실모임의 기반하는 

철학과 원리, 다양한 인문학적 접근 방식을 함께 공부했던 경험이 인간을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참여자는 이러한 교육과 경험이 

축적되어 궁극적으로 병실모임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회상했다.  

 

저는 (개원)초반에 반정신의학운동, 이탈리아의 탈원화, 지역공동체에 

대한 것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미니 렉쳐를 했어요. 원장님과 새벽까지 

공부하고. 사람에 대한, 병의 초점이 아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연대의식들…(중략)… CM 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짧은 시간에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F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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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자들은 여러 측면에서 병실모임을 보다 치료적으로 운영하려고 

애썼다. 환자와 병실모임의 목적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환자용 병실모임 지침서를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는데, 다음 진술문은 

참여자들이 지침서 내용 중에 환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경험을 보여준다.  

 

환자들에게 모임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가시냐. 어려운 거 없냐. 

물어보면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어요…(중략)… 또 규칙 같은 것도 새로 생긴 것도 있고. 결국에 조금씩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F3-5) 

 

실제 환자들이 모임의 목적을 잘 이해 못하고 반발이 있으니까 성격에 

대한 설명도 바뀌었어요. …(중략)… 환자 간의, 환자와 치료자 간의 

갈등도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점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게 

나중에 추가가 된 거예요. (F3-4) 

 

4. 제 4 주제: 갈등을 다루는 병실모임이 낯설게 다가옴 

제 4 주제는 환자들이 병실모임을 생소한 치료 프로그램으로 여기며 

참석을 어렵게 했던 요인들을 확인 할 수 있는 주제이다. 이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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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주제로는 ‘모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참석을 꺼려함’,’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는 과정이 어색하고 불편함’,’병실모임의 목적과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움’으로 도출되었다.  

  

1) 모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참석을 꺼리게 됨 

치료자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병실모임은 처음 경험해보는 치료 형태였기 

때문에 낯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환자에게는 버거운 시도였다. 과거에 

다른 병원 입원했던 경험이 있는 환자는 운영하지 않았으며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던 병실모임을 참석했던 참여자도 대인관계 갈등을 주요한 주제로 

토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 갈등을 토의하는 

것이 주요 방향인 병실모임은 환자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안겨주었다.  

 

옛날에 제가 입원했던 병원은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있었나? 이렇게 

주마다 꼬박꼬박 하진 않았어요. 아예 (프로그램이) 없거나 사람도 얼마 

참석 안하고. (F1-2) 

 

내가 처음 한 병실모임은 낮병동에서 한 거라서 안건이 주로 아웃팅이나 

체육대회 개최 같은 거였는데, 여기는 폐쇄병동이라 다르지. 그래서 

환자들이 치료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때면 좀 아쉬워. 아주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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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가는 건 아니지만 난리 쳐서 CR(안정실에) 갔던 환자가 (모임 안에서) 

(사실보다) 부풀려 얘기를 하면 솔직히 불편해. (F3-1) 

 

한 환자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병실모임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충동적인 환자가 참석해서 모임 도중에 

위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정신 증상으로 인해서 모임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 그래서 환자들은 초기에 

병실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외부에서 참관하는 방식을 취했다. 

 

솔직히 저희 병원이 신경정신과 병원이잖아요. 이런 병원에서 환자들과 

토론이 가능한가? 혹시 우왕좌왕 싸움이라도 난다거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참여를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엔 

참여를 안 하고 뒤에서 바라만 봤어요.(F3-3) 

 

때때로 병실모임에 참석하더라도 토론 구성원으로 참석한 치료자들의 

태도가 환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환자의 대표인 사회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치료자들끼리 배려하지 않는 상황이 관찰되면 

상당히 불편했다. 다음의 진술문들은 병실모임에서 만큼은 모두가 동등한 

입장으로 앉아있기를 바라는 환자의 바람을 진술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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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를 했던 환자가 갑자기 나가셨잖아요. 그때 기억이 안 좋죠. 

황당하기도 하고 …(중략)… 옆에 선생님이 진행을 조금 강압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분위기가) 쨍그랑 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F1-3) 

 

자신이 환자라고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투나 어조도 

생각해 주시면 많이 나아질 것 같고. 툭툭 한두 번씩 교통정리 안 될 때 

권위적인 태도가 나오시는데 환자분들 입장에서 좀 그렇죠. 환자랑 동등한 

입장에서 거기 앉아 있는 건데 뭔가 우위에 있는 것 같고. (F1-2) 

 

어떤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의 말을 자주 끊고 다른 방향으로 돌리시는 게 

되게 불쾌했거든요. 한 선생님이 정리해서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말을 

돌리는 거예요.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조용하고 침착한 (모임) 분위기에서 

그 쌤이 고심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거를 고스란히 씹으니까. (F1-2) 

 

  한 환자는 입원 초기에 나타났던 자신의 증상 행동에 대해서 병실모임 

내에서 토론되는 것을 외부에서 목격했다. 처음부터 모임을 참관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자신을 비난한다고 여겼고 불편한 경험으로 

기억됐다. 이후에 다른 환자를 통해서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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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듣게 되었으나, 속상한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고 병실모임 참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제가 자는 동안에 병실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했대요. 이야기가 

마무리되려고 할 때, 제가 잠에서 깨서 나와서 쇼파에 앉아 있었는데 제 

얘기가 나와서 충격 먹었어요. 공식적으로 뒷담을 까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엄청 상처받았어요. (F1-2) 

 

  또한 직접적으로 토론 주제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지켜봤던 

환자들도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 한 환자는 병실모임에서 대인관계 갈등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것을 ‘토끼몰이식’이라고 표현하며, 공식적인 장소에서 

집단이 한 대상을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모임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병실 모임은 그게 익명이든 아니든 특정 인물을 몰아가도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토끼 잡이 식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좀 고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마음에 조금 걸리죠. (F1-1) 

 

2)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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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하위 주제에서 확인되었던 여러 불편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모임에 참석하게 됐지만, 환자들은 병실모임이 어색하고 불편했다. 

특히 대인관계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은 불안이라는 파도에 휩싸이는 

것과 같았다. 함께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대상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일이다. 특히 불만이 있는 대상자가 치료자인 

경우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삼켰다.  

 

의료진이 잘못했다는 안건은 저도 불편해요. ‘저 선생님 입장이 좀 

어떠실까? 나중에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건 아닐까? 그냥 말자. 나 

여기서 평생 살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F3-3) 

 

 본 연구 환경에서 운영되는 병실모임에서는 제시된 2-3 가지의 안건 중에 

거수로 참석자들이 의견을 묻고 토론 주제를 선정한다. 한 환자는 갈등과 

관련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심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과 

전혀 관련 없는 안건에 손을 들어서 득표 수를 늘렸다.  

 

어쩌다 한 번 (치료진 관계 문제를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맨날 하면 

불편해요. 그럴 때는 한 시간이 길어. 그런데 오늘 같은(‘자기 병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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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게 하자’) 안건은 좋지. 왜냐하면 돈도 안 들고 마음 상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안건에 손을 들었지. (F3-1) 

 

  환자들이 용기를 내서 대인관계 갈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함께 

참석했던 당사자가 자극을 받게 되어서 모임 안에서 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폭력적인 상황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참여자의 경우, 병실모임의 운영 

목적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기도 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환자들의 감정과 생각이 담겨있는 인용문이다. 

 

갑자기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안건을 

말하는데 상대방 이름을 얘기하니까. 병실모임에서 다들 가만히 있었는데 

(이름이 거론된 상대방이) 때리려고 욕하면서 달려들었어요. (F1-3) 

 

한 환자분이 치료진한테 화가 나서 그 안건을 꺼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그 치료자가 있었고 (안건을 말하던) 환자 눈에서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걔(환자)가 일어나서 치료자한테 손가락질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결국에 (화난 환자는) 안정실로 들어가고. 사과도 없이. 그래서 

한편으로 왜 (병실모임을) 계속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F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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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모임에서 서로의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냈으나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한 환자는 병실모임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고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냈다. 토론 참여자로 참석한 

치료자들은 누군가가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하고, 더 명확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실명을 알려 달라고 했다. 환자가 조심스럽게 실명을 

이야기했으나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모임이 종료가 되었고, 실명이 

거론된 상대방에게 욕설을 듣고 위협을 느꼈다. 환자가 치료자에 대한 

불편함을 안건으로 제시했던 상황도 비슷했다. 한 참여자는 치료자의 

태도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했다가 이후로 관계가 거북 해졌고 주변 

환자들도 자신을 책망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을 후회했다. 

 

저는 원래 모임에서 (상대방 이름을) 언급을 하기가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모임이)끝나면 그 사람과 싸울 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중략)… (병실모임이) 끝나고 나서 (상대방) 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너는 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냐. 때리고 싶다. '고 해서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불안했어요. (F3-2) 

 

저는 보호사님이 저한테 반말 하는(것이 불편하다는) 안건(을) 냈는데 

상처가 됐던 게 보호사님이 다른 환우분한테 ‘짜증 나서 못해 먹겠다.’ 

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모들도(같은 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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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저한테 ‘왜 (안건으로) 냈어’ 라고 하고. 한편으로 제가 괜히 

얘기를 했나 싶었기도 하고…. (F1-1) 

 

3) 병실모임의 목적과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움 

병실모임의 목적과 규칙에 대해서 구성원끼리 공유하기 위해서 사회자가 

모임 지침서를 한번 더 읽어서 모임의 목적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다. 

하지만 다음 진술문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현재 사용하는 환자용 지침서로는 

모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임 처음에 사회자분이 쭉 (모임 지침서에 있는 모임 목적과 규칙을) 

읽잖아요. 근데 처음 (모임에)들어갔을 때 이게 뭔 말이야? 사회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는 걸까요? 그냥 랩 하면서 읽는 것 같던데. (F1-1) 

 

(병실모임에 대해서)설명하실 분(이라고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똑 부러지게 설명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 순간) 

분위기가 얼음(처럼) 조용한 상태가 잠깐 가 잖아요. 다들 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알고는 있는데 설명하기가 애매 하더라고요. (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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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환자들은 여러 번의 참석과 참관 경험으로 병실모임의 목적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정신과적 증상이 심한 환자가 

함께 참석하여 모임 목적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토론 주제와 거리감 

있는 의견을 내는 경우에는 혼란스러움을 경험한다. 다음 인용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구성원으로 인해서 집중이 어렵고 모임 목적을 

혼돈하게 되는 상황을 묘사한 진술이다. 

 

가끔은 상황이(증상이) 안 좋은 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오늘 모임에서도 ‘방에 휴지통을 잘 처리하자’는 문제도 (모임 

목적에) 안 맞는 안건이 지루하게 길게 가지 않았나 싶어요. (F3-3) 

 

이상한 말씀 계속하시는 분. 소음이 너무 커요. 그 분에게도 이득이 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집중하고 듣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시거든요. 

모임에 참여할 의지가 없으면 빼야 돼요. (F1-2) 

 

  병실모임의 규칙은 치료공동체 원리를 기반으로 설정된다. 하지만 앞선 

하위 주제에서도 확인했듯이 병실모임에 대한 목적과 의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치료공동체 원리에 대한 인식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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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규칙을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모임의 규정을 준수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으며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모임에서 갑자기 오줌을 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분은 자리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거가 이해가 안 가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F1-3) 

 

전 처음(모임 참석 시에) '왜 (원 안에 참석하지 못하고) 뒷줄에서 하지?' 

이러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같이 처음부터 하면 되지 왜 빠져 있으라고 

하고 발언권도 없다고 하고. 나도 할 말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모임에서) 

빠지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F1-2) 

 

칭찬하기 시간은 좋잖아요. 그런데 원 안에 있는(모임에 참석한) 

사람에게만 칭찬의 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F3-3) 

 

5. 제 5 주제: 병실모임의 긍정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체험함 

제 5 주제는 초기에 환자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으로 여겨진 병실모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전환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주제이다. 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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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모임의 긍정적인 기능을 직접 경험하고 이후에 치료적인 변화를 

불러오기도 했다. 하위 주제로는 ‘갈등과 불편함이 해소되는 순간을 

목격함’,’새롭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함’,’치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감’으로 도출되었다. 

 

1) 갈등과 불편함이 해소되는 순간을 목격함 

정신과 병동은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곳이며 다양한 대인관계가 맺어지고 

여러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병실모임에서는 증상이 심한 급성기 

환자로 인해 겪게 되는 불편함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상황이 다수였다. 

참여자들은 이전에 대립 관계에 있었던 환자들이 병실모임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이 해소되었던 상황을 목격했으며 모임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다. 다음 인용문들을 통해서 병실모임에서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얻게 된 환자들의 계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환자 둘이 (생긴) 트러블을 병실 모임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거기서 싸울 줄 알았어요. …(중략)…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은 증상 

때문에 관계가 나빠진 거구나’하며 이해를 하고 둘이서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해하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꺼)냈던 거예요. (F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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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을 안고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에 여기서 말할 수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죠. '나도 저번에 이랬었는데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까?' 

그런 자신감을 갖고 (모임에) 가는 거죠. (F3-3) 

 

한 참여자는 병동생활을 하면서 발생했던 도난 사건에 대해서 병동 

치료진이 빠르게 처리해주지 않아서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분노하여 

병실모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모임 초반에는 화가 나서 흥분했지만 

모임에 참석한 치료진들이 경청하는 태도를 보고 위로와 공감을 받았다.  

 

어느 환자가 제 사물함에서 간식을 갖고 간 거예요. (당황스러운 웃음) 

그래서 보호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후로 아무런 말씀이 

없는거예요. 2,3 일 동안 아무런 대처도 없는데 제가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그 때마침 병실 모임이 왔어요. 거기서 말씀 드렸더니 선생님이 ‘그때 

마음이 어떠셨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정신과) 병원이어서 나 

무시하는 거야? 당신들은 다 알았던 것 아니야? 대처를 왜 안 해줘?' 막 

화가 나서 죽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료진이 빨리 대처를 못해줘서 화가 

나셨구나.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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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실모임의 안건 토의의 주제의 당사자가 되어 상처를 받았던 참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실모임이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실모임에서 이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대화를 통한 해결이 보다 건강한 대처 방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결국에 공동체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성찰하게 되었음을 다음 인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불편함을 말로 표현하는 거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을 안 하면 

곪으니까요. 혼자 살면 혼자 해결하고 말 문제지만. 같이 사는 곳에서 

발생한 문제는 소통밖에 없으니까요. (F1-2) 

 

환자들은 평소에 일대일로 다루기 어려웠던 공동 생활의 예의와 관련된 

사안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편안하게 여겼다. 

병실모임이 병동 내에서 공식적인 소통의 자리로 인식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환자들은 

병실모임을 통해서 공동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예의를 함께 점검하며 집단 

응집력과 소속감을 견고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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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병실모임에서 ‘얼음 먹고 틀에 채워 넣자’라고) 한 얘기는 서로서로 

좀 잘 지내자. 개인 대 개인으로 이야기하기 힘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인)거지. (F3-1) 

 

특히 정신과 병원은 예민하고 짜증내는 아이들도 많고. 제지 당하는 것도 

많은데 차라리 그 순간순간 얘기해서 서로 화나게 하지 않고 병실모임 

있을 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F3-3) 

 

청소년들이 인사할 때 ‘안녕.’ 하고, 나보다 나이가 띠 동갑,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버릇없이 구는 것을 불쾌하다고 (모임에서) 이야기했고,  

말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F1-3) 

 

2) 새롭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함 

환자들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해주고 

자신과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이를 나누길 원했다. 병실모임에서 자신의 

속상함을 이야기하게 되면 다양한 의견과 감정 반응을 통해서 환자는 위로 

받고 있음을 느꼈다. 한 편으로는 나와 비슷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한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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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갈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안건을 냈습니다. (참석한 환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제 일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F1-3) 

 

다른 사람도 입장을 듣고 싶었고, 저의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 

공감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F3-2) 

 

참여자들은 병실모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병동 안에서 더 많은 소통을 

만들어진다고 여겼다. 소통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이것이 곧 

병동의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 환자는 도난 된 간식 사건을 

병실모임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결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대인관계가 형성되어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여겼다. 

다음 인용문은 이러한 병실모임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잘 드러낸 

진술이다. 

 

(병실모임에서 빵 도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나서) 간식 갖고 갔던 

청소년 사례 담당 선생님이 저를 찾아 오시더니 '제가 그 청소년 환자 

엄마예요.’ 하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서 이 선생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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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예요. ‘대처해 드리는 게 늦어졌다. 너무 화가 나셨을 텐데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데 저는 순간 화가 났었지만, 선생님 입장이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학생이 새 빵이랑 편지를 써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우리가 병은 어쩔 수 없잖아. 그렇지만 이거는 나쁜 습관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것(에) 손 대는 거는 하지 말자.'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하고 퇴원할 때까지 잘 지냈습니다. (F3-3) 

 

3) 치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아 감 

병실모임은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모여서 출석을 부르고 서로의 얼굴을 

익히는 것부터 순서가 시작되었다. 참여자들은 치료공동체 병동의 모든 

구성원이 모일 수 있는 자리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  

 

환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는 아예 없잖아요. 두 세 명씩 

모여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한 원에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의견도 제기할 수 있어서 병실모임은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F1-1) 

 

환자들은 병실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공동체 구성원임을 인정받고 

소속감을 획득하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다. 병실모임 안에서 자신의 

치부를 보여주기도 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대안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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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집단 응집력과 집단 성찰 등의 집단 기제가 생기고 

이는 소속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처음 참석했을 때는 느낌은) 소속감이 생기고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발언권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써먹고 

싶은 느낌. 발언권이 있다는 거는 일단 소통의 장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거고 제 의견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F1-2) 

 

처음 참석할 때 제 말을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주는거예요. 소속감을 

느꼈죠. 제가 엄마와의 갈등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이 궁금하면 (관련된 

안건을) 갖고 (병실모임에 참석해) 와요. (F1-3) 

 

  환자들은 병실모임을 가벼운 마음으로 오지 않았다. 병실모임에서 제시할 

안건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고 더 많은 환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했다. 다음 인용문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태도로 병실모임에 참석한 환자의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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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안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발언권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미리 

정리를 하고 참석해요. 그래서 병실모임에 좀 더 집중하는 태도로 임하는 

것 같고. (F1-2) 

 

6. 제 6 주제: 모임이 회복 과정에 필요한 치료적 도구임을 

인식함 

마지막 주제는 병실모임이 입원 생활에 필수적인 치료 프로그램임을 

깨닫게 되고 퇴원 이후의 회복 과정까지 영향을 주는 도구임을 인식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주제이다. 이에 속하는 하위주제로는 ‘정신 증상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받게 됨’,’환자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소통의 장이 

됨’,’한 개인으로 존중되면서 자존감이 향상됨’으로 도출되었다. 

 

1) 정신 증상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받게 됨 

참여자들은 병실모임을 하나의 축소된 사회라고 여겼다. 병동에서 공동체 

사회를 미리 경험하면서 증상이 호전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 무리 없이 적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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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하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실은 병실모임에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중략)… 밖에서는 

소극적인 사람이 병실모임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어서 나가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F1-1) 

 

앞서 말한 것처럼 병실모임이 축소된 사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은 토론 참석자로 참여한 치료자들의 촉진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치료자들이 모든 환자의 발표력(verbal expressiveness)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평소에 말수가 없는 환자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이 환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여겨졌다. 

 

(병실모임에서) 말씀 안 하고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 사이드에 

선생님들이 ‘환우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에 

대해서 매우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F1-1) 

 

치료진 말씀하실 때 환자의 의견을 들어 보고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없을까 생각하면서 끌어내니까. '이 얘기도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다' 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F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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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병실모임에서 자신의 불편했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상호작용 기술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습득한 다양한 대인관계 

기술을 병실모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연습해 볼 수 있었고, 이러한 기회는 

개인적인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  

 

병실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말로 정돈하는 힘, 지력(이 필요해요). 

자기가 뭐가 불편한지 인지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하고. 그거를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말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F1-2) 

 

참여자들은 자신이 평소에 반복되었던 행동 패턴을 병실모임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었던 계기에 대해서 언급했다. 다음 인용문을 통해서 매번 

솔직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투사하는 방어기제를 사용했던 참여자가 

병실모임에서 교류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완고했던 생각 패턴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항상 핑계 대고 솔직하게 이야기 안하고 오랜 기간 지내왔는데 

안건을 낼 때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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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생각에 대한 주장이 강한 편인데 (다른 사람 의견을) 경청하면서 

(제가) 유해질 수 있게 (병실모임이)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F1-1) 

 

2) 환자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소통의 장이 됨 

환자들은 모임에서 제시되는 안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궁금해 했다. 

지난 주 토론 주제가 치료자 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 되었고, 병동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건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공지하는 시간이 

마련되면서 환자들은 치료진과 소통되고 연결 됨을 느꼈다. 다음 인용문은 

환자들은 자신이 제시한 안건으로 생활 환경이 직접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뿌듯함을 경험한 진술들이다.  

 

병동에 환자들이 많을 때는 6-70 명 되는 것 같은데 각자 식사 말고 

추가적인 것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건의사항에 추가로 김치 한 통, 밥 

여분을 올려주면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떠 먹고. (식사가) 많은 사람은 덜고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더니 그날 저녁에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제 

의견이) 반영이 되니까 기분도 좋았고, 감사하고. (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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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만족스러웠던 거는 음식. (안건을 내니까) 많이 맛있어졌어요. 

(영양과에서) 노력하시는 모습도 보이고. 저희 의견을 들어 주시니까 

감사하고 만족스럽죠. (F1-1) 

 

우리(환자)도 코로나로 위험하니까 (병동 안에서) 마스크를 쓰자는 얘기를 

했는데 병동 (치료진들 쪽)에서 의견을 듣고 마스크 주시고 했어요. (F1-3) 

 

지난주 병실모임 안건에 대한 피드백 시간에서 어떤 점은 어떻게 

해결했고, 어떤 안건은 보류라고 일일이 말해주는 게 인상 깊었어요. 

치료진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니까 소통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F1-2) 

 

다음 인용문은 위와 같이 치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활발하게 소통하는 

병실모임을 SNS와 뉴스로 비유하여 묘사한 진술이다. 

 

SNS 나 뉴스 챙겨보듯이 우리는 우리의 일상 뉴스를 여기 이 자리에서 한 

주에 한 번 확인하는 시간 같아요. 우리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발언할 수 

있는 광장 같은. 소식통이자 소통의 장이죠. 그래서 수요(병실)모임에 

모든 환자들이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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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개인으로 존중되면서 자존감이 향상됨 

환자들은 병실모임에 참석하면서 치료자들이 자신들에게 대하는 태도와 

반응을 보고 존중되고 있다고 느꼈다. 규칙을 어긴 상황에도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환자의 말 한마디에 일일이 반응해주는 것은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치료자들의 태도는 환자들이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치료자들이) 강요하듯이 명령조로 하면 (환자들이) 화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도 할 얘기가 있는데 왜 못해?’ 하면서 …(중략)… 그런데 진행할 

때 차분히 말씀하시니까 (모임이 원활하게) 진행 되는 것 같아요. (F3-2) 

 

병실 모임의 성격 설명하라고 할 때 의의에 주안을 줘서 설명을 했더니 

옆에 있던 간호사 선생님이 잘 기억했다고 칭찬해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F1-2) 

 

환자 대표인 사회자는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며 투표권은 병실모임에 

참석한 모든 구성원에게 부여된다. 그러므로 사회자는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역할이므로 그 의의가 크다. 환자들은 사회자 역할을 통해서 자존감이 

향상됨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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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가 2 주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근데 나는 기간을 더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회자 하면 내가 주목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좋아요.(F3-2) 

 

퇴원하면 사회생활을 하니까 나를 위해서 사회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치료가 마무리 되고 퇴원해서 천천히 세상을 

향해 사회로 가는 거니까, 사회자 역할이 사회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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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일개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공동체 원리를 적용한 병실모임에 참석한 환자와 치료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 그룹, 치료자 그룹, 환자와 

치료자 혼합그룹 3 개의 FGI 그룹으로 구성하여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주제분석방법으로 이를 분석하였다. 이번 장에는 연구를 통해 도출된 

치료자와 환자의 경험 및 두 집단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 1 절 치료자의 병실모임에 대한 경험 

치료자들의 병실모임 경험은 3 개의 주제로 도출되었는데 이 

주제들은 병실모임을 치료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드러낸다.  

첫 번째 주제인 ‘성공적인 모임 운영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함’을 

통해서 명확한 모임의 목표와 방향의 설정과 이를 치료자들이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실모임은 치료자 자신, 상이한 배경의 

치료자들, 그리고 다양한 증상을 지닌 환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치료적 환경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모임 운영을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와 

치료팀의 목적 공유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하위주제로 치료자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점검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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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모임에서도 치료자는 자기자신을 치료적 도구로서 사유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치료자가 지닌 전문지식이나 환자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치료공동체의 원리와 철학으로 무장되었을 때 모임 

운영시에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주제인 ‘신념을 가지고 치료적인 모임 운영을 위해 고군분투함’ 

에서는 사전모임을 통해 치료자들은 철저한 준비를 하지만 실제 병실모임의 

운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들의 

증상으로 인해서 원활한 모임을 진행하기는 어려웠으며 환자의 충동적인 

행동으로 모임이 갑자기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치료자들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면서 병실모임 운영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도록 노력했다. 병실모임에서 치료적 효과가 가장 강렬할 때는 

환자들이 병동내에서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 토의할 때 나타난다. 이러한 

치료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치료자들이 환자들의 증상적 행동에 

대처하는 기술과 팀워크의 증진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주제인 ‘검토 작업을 통해 모임운영을 개선해 나감’은 사후모임을 

통해서 다음 번에 운영하는 병실모임을 보다 치료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내적, 외적인 요소를 점검하고 보완점을 고민하는 치료자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주제의 하위주제를 확인한 결과, 치료자들은 

모임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치료자 역할에 한계를 

느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의 교육과 체계적인 훈련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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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절감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치료자들이 요구했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한계와 필요성으로 제언한 바 있다.Alnasser 

(2013)는 적절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훈련 세션이 필요하고 교육을 위한 

심도 있는 자료와 이를 병실모임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Freestone (2005)는 병실모임 운영의 초기 작업으로 치료자 트레이닝 

팀을 구성해서 모임 촉진 기술을 향상 시켰다. 이러한 훈련 과정은 

초심자들이 겪는 모임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Novakovic 

(2011)는 교육을 위해서 서로 다른 분류의 집단을 구성하고 그 목적을 

달리할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예를 들어서 병실모임의 촉진 기술을 

습득하는 집단, 인터뷰 기술을 트레이닝하는 집단 등을 제시했다.  

체계적인 교육이 모임 운영전에 선행 된다면 치료자가 병동 내부의 정신 

역동 과정을 이해하고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이 숙달된 경우, 치료자가 더 

치료적이고 덜 방어적인 방식으로 환자와 소통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건설적인 방법을 찾도록 도와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치료적인 병실모임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치료자들 간의 

상이한 경험을 확인하여 교육의 목적과 대상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 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치료자들의 병실모임 운영 경력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경험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 중에 초심자들은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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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모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병실모임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참석하게 되어 당혹스러웠고, 기술적으로 

능숙하지 못하지만 모임에서 여러 치료자와 협업해야 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다. 또한 치료자들에 대한 불만을 가진 환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 

상황과 사후모임에서 동료와 슈퍼바이저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경험은 병실모임을 어렵고 하기 싫은 숙제처럼 여기게 만들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치료공동체 병동을 구축하는 초창기에 정신과 병동의 

치료자들은 병실모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당한 불만을 호소했으며 참석 

거부를 선언하기도 했다(Moore & Freestone, 2006). 병실모임을 숙제처럼 

여기는 치료자의 태도는 병실모임의 치료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Novakovic, 2010) 초심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숙련자의 경우, 운영지식과 기술은 어느정도 숙달되었지만 

치료팀의 리더로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와 서로 다른 경력의 치료자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에 어려움을 느꼈다. 또한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토론의 

방향이 변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큰 어려움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치료자 간의 경험 차이를 토대로, 치료자팀에서 병실모임 경력기준에 따라 

팀을 다르게 구성하여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이 선행 된다면 병실모임의 치료적 운영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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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환자의 병실모임에 대한 경험  

환자들의 병실모임 경험으로 도출된 세 가지의 주제들은 환자들이 낯설게 

느껴지던 병실모임을 치료적인 도구로 받아들이고 회복과정에 활용하게 

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첫 번째 주제인 ‘갈등을 다루는 병실모임이 낯설게 다가옴’을 통해서 

환자들이 병실모임을 참석하기로 결정을 하기까지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는 

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하위 주제를 보면,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이전의 갈등 해소 방식과 달라서 겪게 되는 불편함과 오리엔테이션의 

부족으로 병실모임의 목적과 규칙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병실모임의 

자발적인 참석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주제인 ‘모임의 긍정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체험함’은 

병실모임에서 어떤 경험이 환자들이 병실모임을 참석을 유도하는 치료적 

요인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위 주제를 통해서 환자들이 느끼는 

병실모임의 치료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치료자들이 병실모임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할 때 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주제인 ‘모임이 회복 과정에 필요한 치료적 도구임을 인식함’은 

병실모임이 환자가 퇴원 이후에 사회로 복귀하는 회복의 과정에서 어떤 

치료적 도움을 주는지 병실모임의 장기적인 치료 영향에 대해서 확인해볼 

수 있었다. 하위 주제를 확인하면, 병실모임은 환자들에게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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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판으로 여겨지며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고 

자존감이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졌다.  

본 연구에서 환자들의 경험은 선행 연구에서 환자들이 병실모임에 대해 

느꼈던 부정적인 경험과 상이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환자들은 병실모임에서 자신이 제시한 안건을 통해서 병동 환경이 

변화된 것을 목격했다. 이러한 결과는 건의사항이 해결되지 않아서 

병실모임에 불만을 제기했던 연구와(박혜영 et al., 1999), 환자들이 

병실모임을 보여주기 식의 거짓된 민주주의라고 여겼던 선행연구(Mayes et 

al., 2016)와 상이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들이 의견 반영이 잘 

된다고 여긴 이유 중에 하나는 병실모임에서 나누었던 안건이 치료자 

회의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알려주는 피드백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행연구에서도 피드백 시간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했는데(Novakovic et al., 

2010), 모든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지만 안건이 실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치료자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환자들이 납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토대로 병실모임을 

운영하면서 치료자와 환자의 소통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었다. 

병실모임의 목적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의 병실모임은 치료공동체의 원리인 ‘쌍방향적 대화와 의사결정’을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3 주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환자들은 병실모임을 사회의 축소판으로 

여기며 병실모임이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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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도구로 여겼다. 정신과 병원 내 치료공동체에서는 입원 환경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인관계가 바깥 세상의 소우주로 간주되고 활용되길 

권유했다(Lange & Bradley, 2001). 환자들은 병실모임에서 자신의 대인관계 

갈등에 대한 주제를 토론하면서 사회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는데, 다른 

환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듣고 차이점을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이는 위와 같은 교육적 측면이 관찰될 수 없었던 

선행연구와(Novakovic, 2011) 반대의 결과가 도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치료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방이 가능한 

장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신의 외상적 경험을 논의할 수 있고, 지지 받는 

분위기가 핵심이며 이는 반사회적인 행동에 도전하고 발전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Moore & Freestone, 2006) 

선행연구를 토대로 확인했듯이, 본 연구에서 환자들은 자신들이 참석한 

병실모임이 치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느꼈다. 이러한 병실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추후에 환자들이 경험한 병실모임의 치료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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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치료자와 환자의 병실모임 경험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치료자와 환자, 두 그룹의 공통적이고 상이한 경험을 확인하고 

병실모임 운영을 촉진 시키는 요인과 저해시키는 요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환자와 치료자가 공통적으로 확인했던 긍정적인 경험은 

환자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치료자의 태도였다. 치료자는 전통적인 치료 

방식에서 벗어나서야 편안하게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고, 이러한 치료자의 

태도는 환자들이 갈등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치료자의 태도에 대한 중요성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환자들의 감정에 수인적인(validation) 치료자들의 태도는 환자들이 

병실모임을 안전하고 치료적인 공간이라고 여기게 되며(Mayes et al., 2016) 

치료자들이 환자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믿음과 환자들이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은 갈등과 어려움을 다루는 것이 

실제로 두렵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게 한다(Novakovic, 2010). 환자와 

치료자가 동등한 입장으로 병실모임에 자리하지 못할 시에 환자는 ‘우리’와 

‘그들’로 분리되는 경험을 하고, 마치 감옥에 수감된 죄수와 교도관의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다(Mayes et al, 2016). 이러한 점에서 병실모임에 

참석한 치료자의 태도는 중요한 촉진 요소로 확인되었다. 동등한 위치로써 

치료자의 태도는 회복 과정에서의 치료자의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회복 

경험은 정신과 환자가 산 증인으로서 온전하게 겪어낸 시간이며, 

회복과정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할 수 없다(김민석, 2018). 그러므로 환자를 존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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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 치료자의 태도는 비단 치료공동체 병동에서만 한정되지 않으며 

정신건강분야에서 근무하는 모든 치료자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로 볼 수 

있으며 정신건강 현장에서 일할 때 이러한 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병실모임의 치료적 운영을 촉구하는 요인으로 모임 목적의 

명확한 설정과 공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치료자들은 

명확하게 모임 목적을 설정하여 성공적으로 모임을 운영했던 경험을 

떠올렸지만, 교육을 통해 병실모임의 목적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참석하기 

보다는 여러 번의 참석을 통한 경험적인 지식으로 습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명확한 모임 목적을 숙지하지 못한 채 참석했던 초심자들은 

운영에 혼란스러움을 겪었다. 이러한 치료자의 감정은 환자들에게도 

전달되어 경험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환자들은 병실모임의 목적과 

규칙을 기술해 놓은 지침서를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보였다. 선행 

연구에서도 병실모임의 목적의 설정이 불분명한 경우에 환자들은 모임이 

‘쓸모없다’고 느끼기도 했다(Novakovic, 2011)  

병실모임에서 주로 논의되는 토론 주제는 행정적인 분야와 치료 역동적인 

분야인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두 그룹이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차이가 있었다. 병동 내 다양한 진단군의 개별적인 차이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치료적 변화를 끌어내려는 치료자들은 행정적인 주제가 나오면 

지루하고 치료자로서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반면, 병동 내 복지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환자들은 자신의 제안으로 생활 환경이 변화한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꼈으며 행정적인 분야에 더 관심을 보였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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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자와 환자가 병실모임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부재하고 두 집단 

간에 목적이 공유되지 않는다면 동상이몽의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었다(Lipgar, 1999).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병실모임의 목적에 대한 설정을 뚜렷하게 해야 하며, 치료자들이 

구체화한 모임의 목적을 환자들과 함께 공유하여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오리엔테이션을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는 의료기관 내에 평등한 분위기의 형성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자가 환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구축되어 있다고 느꼈으나, 병실모임을 

운영하는 치료자 사이에서 숙련자가 초심자의 의견을 묵살하여 권위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거나,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병실모임에 참석한 환자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피드백의 경험과 사후모임에서 의견 충돌에 대한 치료자들의 불만이 

있었으나,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경직된 의료문화와 태움 문화를 답습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병실모임에서 치료자들은 건강한 환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환자들의 모델링 대상이다(Mayes et al, 2016). 환자들은 

치료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사회에서 어떻게 타인과 

협력해야 하는지 학습하게 된다. 병실모임과 의료기관의 조직구조는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병실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방적인 조직구조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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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룹 간의 차이점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치료자가 병실모임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만큼 그 어려움과 불안이 크다는 

것이었다. 환자들도 병실모임에서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들이 다소 있지만, 

대체적으로 편안하게 병실모임에 참여하면서 치료적인 효과를 느끼고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고 느꼈다. 반면에 치료자들은 자신들이 

모임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치료자로서 

역량의 한계에 마주한다고 느껴 오히려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기도 했다. 

이질적 포커스그룹에 참여한 환자들이 치료진들의 병실모임 운영 과정에 

대한 경험을 듣고 놀라기도 했는데, 치료자들이 병실모임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으며 병실모임 운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여겼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Moore and Freestone 

(2006)이 병실모임을 운영하면서 환자와 치료자의 문화를 비교해보았을 때, 

환자들은 치료공동체와 병실모임 문화를 원활하게 받아들였지만, 

치료자들은 반대의 경향을 보인 것과 비슷한 결과임을 볼 수 있다. 이는 

병실모임을 운영하는 치료자들이 환자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전통적인 

치료자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병실모임을 운영하는 

치료자들은 환자와 집단을 믿고 병실모임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힘을 

지녔음을 유념하는 것이 필요하며, 병실모임에서 치료자와 환자의 협업과 

역할 분배가 중요한 만큼 치료자도 환자를 믿고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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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정신과 병동의 병실모임에 한정되어 이루어진 연구이다. 

병실모임은 각각의 치료공동체의 특성과 시기에 따라 구성과 운영상에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구성을 확인해보면 10 년간 치료공동체 병원을 운영해 온 

연구 현장의 성장기부터 침체기까지 그 순환을 함께 한 전문가부터 다른 

치료공동체 병원에서 근무한 치료자, 비치료공동체 정신과 병동의 경험이 

있는 치료자까지 다양하게 구성 되어 있어 그 차이점을 확연하게 비교하여 

경험을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제한점은 연구자의 경험으로 인한 주관적인 견해 및 입장이 연구 

결과 해석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자가 이야기하는 

병실모임의 경험에 대해서 연구자의 기억과 생각이 면담 및 추후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면담 시 연구자의 

입장으로 면담에 참여하고, 연구자 스스로 이러한 제한점을 인식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 번째 제한점은 연구자와 참여자 중에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이고 같은 병동에서 간호를 받는 환자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미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긍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역으로 이미 신뢰 관계가 형성 되었으므로 오히려 참여자가 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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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고 면담에 참여할 수 있어 더욱 풍부한 경험을 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당시에 동질적 그룹과 이질적 그룹의 

경험의 차이가 없었기에 연구 현장으로 선정한 일개 정신과 병원에 

치료공동체 문화가 충분히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었다. 열린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치료공동체 문화에 익숙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꾸밈없이 표현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제 5절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는 국내에서 20 년 간 시행되지 않았던 병실모임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치료공동체 원리를 적용한 병실모임에 

참석한 치료자와 환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치료적인 병실모임의 

운영을 위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병실모임 운영 

매뉴얼을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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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치료공동체 원리를 적용한 정신과 병동에서 운영하는 

병실모임에 참석한 치료자와 환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6 명의 치료자와 6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집단 면담과 개인 면담을 

시행하여 얻은 자료를 질적 주제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치료공동체 원리를 적용한 정신과 병실모임의 

경험은 6 개의 주제와 19 개의 하위 주제로 도출 되었으며 자세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성공적인 모임 운영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함: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미리 공유함’,’ 모임 참석 전에 치료자의 마음가짐을 점검함’ 

2. 신념을 가지고 치료적인 모임 운영을 위해 고군분투함: ‘환자의 

증상행동으로 인한 모임 운영의 어려움’,’ 모임의 가치와 의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다양한 전문가와 조율하며 협업함’, ‘긍정적 변화를 목격하며 

보람을 느낌’ 

3. ’검토작업을 통해 모임 운영을 개선해 나감’ : 모임에 영향하는 내적 외적 

요소를 점검함’,’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 역전이를 

공유하고 극복해 나감’,’ 치료적 운영을 위한 보완점을 고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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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갈등을 다루는 병실모임이 낯설게 다가옴 : ‘모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참석을 꺼려 함’,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는 과정이 어색하고 

불편함’, ‘병실모임의 목적과 의의 및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움’ 

5. 모임의 긍정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체험함: ‘갈등과 불편함이 해소되는 

순간을 목격함’, ‘새롭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함’, ‘치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감’, ‘정신증상이 개선되는 데 도움을 받게 됨’ 

6. 모임이 회복 과정에 필요한 치료적 도구임을 인식함: ‘환자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소통의 장으로 여김’, ‘한 개인으로 존중되면서 

자존감이 향상됨’ 

 본 연구에서 병실모임을 운영하는 치료자들은 병실모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 모임에서 모임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태도에 대해 점검하였다. 환자들의 정신 증상으로 인해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모임의 가치를 지켜내려는 신념과 다양한 직종의 

치료자와 협력을 통해서 환자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사후모임에서는 금번의 모임의 총괄적인 사안을 점검하였으며 이는 다음 

모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병실모임에 참석한 환자들은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병실모임이 낯설고 불편했으나 직접적인 치료적 

변화를 경험하여 긍정적인 기능을 인식하였으며 이후에 회복을 위한 치료적 

도구로 활용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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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본 연구를 통해서 병실모임이 환자의 회복과 치료적 도구로 

활용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실모임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추후에 환자들이 경험한 병실모임의 치료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로는 병실모임을 운영하는 치료자들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과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병실모임 

운영 실무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일개 정신과 병원으로 연구 환경을 한정하여 

참여자를 모집했다. 치료공동체는 특성과 시기에 따라 구성 및 운영상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연구 결과가 모든 치료 공동체에서 

운영되는 병실모임의 경험을 대표한다고 일반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의 참여자를 서로 다른 치료공동체 병원에서 

병실모임을 경험한 대상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치료자와 환자의 병실모임 경험을 탐색하여 

병실모임의 운영을 위한 촉진요인과 저해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병실모임의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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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unity meeting(CM) is an milieu program usually 

operated in a mental health organization. The CM has subsequently 

been described as an artifact of the therapeutic community, having been 

established as  a means of the fostering mutual support, reciprocal 

responsibility and social interaction between patients and staff. It is 

apparent that, if done well, the CM can be a great benefit to both 

individuals who word and reside on the ward and the ward 

environment as a whole. Furthermore, many the identified benefits of 

CMs are in fitting with principles of recovery inn mental health. In these 

days, paradigm of mental disorder is changing to recovery model,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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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ivable that therapeutic community principles can be fostered by a 

successful CM. However, There are few study looking at CMs withing 

the last decade. 

This study aims to thoroughly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patients and staffs who attended the community meeting. The study 

question is “What is the patients and staffs’ experience of community 

meeting in the therapeutic community inpatient ward?” 

In order to identify the experiences of patients and staffs, from 

August 2021 to September 2021, focus group interview with 6 patients 

and 6 staffs.  

The digital recordings from the focus groups were transcribed 

verbatim and analyzed using qualitative thematic analysis. 6 themes and 

19 sub-themes were analyzed.  

The first theme is 'Preparing from various angles for a successful 

community meeting' that the staff team is putting a lot of effort and 

energy into preparation for the therapeutic CM. The second theme, 

‘Struggling to facilitate CM with faith,’ includes the beliefs of the staffs 

to maintain the therapeutic value of the CM despite the various 

difficulties they face while operating it. The third theme includes the 

process of reviewing CM so that it can be operated therapeutically next 

CM, 'Improving CM through review' was derived. The fourth theme 

was derived as ‘The CM dealing with conflicts is unfamiliar’ as a theme 

that can identify the factors that made it difficult for patients to attend 

the CM. The fifth theme was 'Experiencing the positive functions of the 

CM’, and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turning point in which the 

patients directly experienced and positively recognized the therapeutic 

effect of the CM. The final theme, 'Recognizing that CM are a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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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eutic tool for the recovery process,' includes the process of 

recognizing that patients realize that CM is an essential milieu program 

for inpatient treatment and that they are a tool that influences the 

recovery process after discharge. 

In conclusion, we found that It is important to make clear goal 

setting and share it in CM, and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cess 

should be needed to promote the staffs’ facilitating skills and teamwork. 

In addition, through the patient's experience of CM,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hibited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CM and 

the factors that attend and keep attend the participation. 

Keywords : Community Meeting, Therapeutic Community, Milieu Therapy 

Student Number : 2018-2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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