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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 발간사
지금까지 정신장애인의 위기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비자의 입원요건으로 제
시되고 있는 ‘자타해위험’과 동일시되어 왔습니다. ‘자타해위험’ 중심의
협소한 위기 개념은 신체적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가동되어 위기대
응이 너무 늦거나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등의 한계
를 보여 왔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당사자, 가족, 현장전문가가 경험한 위기와
위기개입의 방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체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등의 정신장애인의 위기지원체계를
소개하여,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위기지원체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23시간 관찰 정신응급서비스 도입, 정신응급 단기주거시설 확대, 권역별
지역 내 모바일 정신응급팀의 구축, 정신장애인들의 권익옹호서비스 확대, 동
료지원 확대, 당사자단체의 위기쉼터를 구축,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을 위한 데
이케어 센터 확대, 지속적인 위기 초기부터 지속적 지역사회 내 돌봄지원체계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힐 위험 소지가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스스로를
돌보거나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까지를 포괄하는 ‘광의의 위기’로
위기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기
존의 생의학적 관점에서 돌봄의 관점으로 전환이 요구되며, 자타해위험의 위기
개입에서 벗어나게 하는 동력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광의의 위
기’로 위기를 재정립함으로써 위기 이전 당사자의 기능적·환경적 상태를 복
구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사회 제반 위기개입에 대한 선
택지를 다양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10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 경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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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의 위기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체계의 법제 근거가
미흡하고, 다양한 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역시 미구축 상태
-정신장애인의 경우 증상적, 정서적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한다면 입원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및 지원체계가 없어 위기 발생 시
불요불급한 입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
- 위기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또한 모
호하여, 센터에 의한 응급대응팀 및 응급의료서비스체계의 가동 여부
와 진행 상황 등이 불명확한 상태
- 지자체는 응급대응체계를 통해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에 연계할 책임
이 있는데도 자해나 타해 위험을 현장에서 판단할만한 매뉴얼이 부재
하고 응급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작동
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정신장애인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
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에 국한되어, 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음(이용표․배진영, 2020)
○ 인간의 삶 전체와 얽혀 있는 위기들에 대해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되는 위
기지원체계 구축이 시급
- 선진국은 AOT(Assisted Outpatient Treatment),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ACT;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등의 공공 위기지원체
계를 통해 위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
반이 마련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신장애인의 위기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논
의된 바가 없으며 상황적 위기 중심의 정책과 장애특성에 따른 위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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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이분화 되어 있는 현실
- 자타해위험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협소적인 위기 개념은 신체적 안전
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가동되어 위기대응이 너무 늦거나 문제
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등의 한계(SAMHSA, 2009).
○ 정신건강상의 위기를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힐 위험 소지가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스스로를 돌보거나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
는 상황까지를 포괄하여 정의한다면, 위기개념이 보다 광범위해지면서
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관점 역시 더욱 확장될 수 있으며, 보다 확
장된 개념 정의는 위기개입의 주요 목적을 자타해위험에서 벗어나게 하
는 것과 함께 위기 이전 당사자의 기능적·환경적 상태를 복구하여 지역사
회에서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위기개입에 대한 선
택지도 다양화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다양한 위기 경험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여 정신장애
인의 위기 개념을 재구축하고, 국내외의 위기지원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위기지원체계 모델을 구상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위기에 있는 정신장애인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가족과 현장
전문가, 위기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당사자의 위기 경험을 질적 및
양적으로 분석하여,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위기지
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첫째, 이론적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및 지역사회 정착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고찰함
- 선행연구를 통해 지금까지의 위기개념을 정리함
- 전통적 위기개념과 정신건강측면의 위기 개념 등을 살펴보고, 자타해
중심의 협의의 위기개념에서 다양한 상황을 총칭하는 위기를 광의로
개념화함으로써 ‘위기’를 재정의함
○ 둘째, 국내외 위기지원체계에 대한 고찰
- 국가별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돌봄 체계 내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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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 국내는 화성시, 서울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국외는 지역사회를 중
심으로 정신장애인의 위기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선택하여 위기지원체계를 살펴봄
○ 셋째, 당사자와 가족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함
- 정신장애인에게 주로 돌봄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및 현장전문
가의 위기 지원 경험과 당사자가 직접 경험한 위기를 넓은 범위에서 충
분하게 파악하고자 함
- 세 집단의 자료수집은 당사자의 경우 심층면접을 하였으며, 가족과 현
장전문가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그룹으로 구성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FGI를 적용하였음
○ 넷째,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양적연구를 실시함
- 질적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적용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
신장애인들이 경험한 위기원인과 양상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서
비스를 조사하였음
○ 다섯째, 질적 연구 및 양적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의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위기지원체계 방향과 법률적 개편안, 그 모델을 제시하
고자 함

Ⅱ. 이론적 맥락 및 위기 관련 선행연구
1.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체계의 필요성
1)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살아갈 권리(UN CRPD 제19조) 강화
○ UN CRPD 제19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는 모든 장애인은 다
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
리가 있으며, 회원국들은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와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
합 및 참여의 완전한 향유를 촉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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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조는 탈시설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으며, 현재 통합돌봄의 기조와 맥
을 같이하며(강정배, 2020) 즉, 장애인(정신장애인 포함)은 인간의 권리
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요구되는 건강,
일상생활, 고용, 개인관리, 옹호 등의 측면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음으로써,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
고 있음
○ 정신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위기는 주간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부재, 증상 발현이 있을 때 병원 이외에 선택지가 없는 지역사회, 자타해
중심의 위기지원체계, 정신과적 위기만을 고려하는 전문가들의 시각 등
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제1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기관
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지원서비스가 갖추어진다면, 정신장애인의 지역
사회 내 위기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

2) 통합돌봄정책 내 위기지원체계 중요성 대두
○ ANED(2019)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완전한 사회
생활을 영위하고 공공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장
애인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포함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
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통합돌봄의 맥락은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
업을 통해 실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였다. 2019년에는 노인통합돌봄모델,
장애인자립생활지원모델,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모델 세 축으로
진행되었으나, 주로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정신질환자 지
역사회 정착지원모델은 1곳에 불과하였음
○ 우리나라의 통합돌봄정책은 영국의 돌봄정책들을 표방하며 이루어지고
있어,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내 정신장애영역을 볼 필요가 있음
- 영국 NHS(2019)의 “The Long Term plan”의 정신건강위기관련
(Emergency mental health support) 계획은 다음과 같음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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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20~2021년까지 정신건강위기를 겪고 있는 노인 및 성인

을 위해 영국 전역에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위기 대응을 보장
Ÿ

둘째, 모든 사람들에게 시기적절하고 보편적인 정신건강위기 관리
를 보장

Ÿ

셋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대안적 형태의 공급을 늘리도록
계획

Ÿ

넷째, 2023/24년까지 아동 및 청소년에게 24시간/주7일 적절한
위기서비스 제공을 계획

Ÿ

다섯째, 구급차 직원들에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는 계획을 포함

○ 정신장애인의 커뮤니티케어는 ‘입원’에서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체계 강
화’로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사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기지원체
계는 입원의 대안적 형태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
해 공간과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정신장애인 및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
착하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체계는 바로 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 위기상
황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남(이용표 등, 2019; 김문근·하경희, 2016; 이용
표·박인환, 2020)

3) 광의의 위기개념에 따른 위기지원서비스 필요성 증대
○ 위기지원체계는 위기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 내 위기지
원시스템의 역할과 지원 서비스가 다를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위
기’와 ‘응급’을 혼동되는 가운데 응급상황을 위기상황으로 협소하게 해석
하고 있다. 즉 정신건강복지법체계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
험’을 응급위기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경
찰, 소방 등의 지역사회 조직들인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위기 개념은 응급개념보다 넓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즉, 당시 자
타해 위험성이 없더라도 일상적인 위기에서 응급적 상황은 발생할 수 있
으며, 이는 응급상황의 전초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음
○ 위기는 급성기, 자해 및 자살시도, 회상, 공격성, 소진 등으로 나타나기
하지만, 당사자의 처해진 환경 및 상황이 위기일 수 있다. 이러한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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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위기지원체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협의의 위기’ 즉 자타해 위험 중심의 응급상황에서 ‘광의의 위기’
로시각을 전환하고, 그에 따른 위기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2. 정신장애인의 위기 개념
1) 위기의 개념
○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정신건강 상의 위기는 발달적 위기, 상황적(우발
적) 위기, 사회문화적 위기,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 등이 있음(이용표 ‧
강상경 ‧ 배진영, 2021).
○ 심리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위기 현상을 특징짓
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며, 위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옴
○ 그 중 Caplan(1964)이 제시한 위기 모델은 가장 전통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음
- 사람은 심리적 항상성(homeostasis) 또는 평형상태(equilibrium)를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촉발 사건’에 직면하여 기존의 극복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항상성은 깨질 수 있으며, 항상성의 혼란으로 인
해 정서적인 불안감이 점차 증가하면 개인은 기본적인 기능이 상실되
는 ‘위기’의 단계에 이르게 됨
- 위기시 당사자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극복 능력으로
실패했을 경우에는 낮은 기능 수준에서 새로운 평형상태로 자리잡게
될 수 있는 반면, 적절한 도움이나 내적 자원을 통해 위기가 해결되면
더 높은 기능으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위기는 위험을 수
반한 기회로 인식됨을 의미
- 이러한 Caplan의 위기 개념은 이후의 위기 관련 연구에서 꾸준히 사용
되어 옴(Everly, 1999; Tobitt, 2008)
○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현장에서도 위기와 응급이 자주 혼용되어 사
용되곤 하는데, 위기는 응급을 포괄하는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엄밀하게
는 두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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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 SAMHSA(2009)는 정신건강상의 위기를 자신
과 타인에게 해를 입힐 위험 소지가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스스로를 돌보거나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까지를 포괄하여 정
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움
○ 이러한 개념 정의로 인해 미국 위기 개입의 주요 목적은 자타해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위기 이전 당사자의 기능적, 환경적 상태를
복구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임(이용표·강상경·배진
영, 2021).

2) 위기의 양상
○ Caplan(1964)은 위기를 초기위험 및 촉발사건, 단계적 확대, 위기, 인격
의 혼란 총 4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위기양상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
○ Ball 등(2005)은 위기 에피소드의 유형을 에피소드에서 현저하게 나타나
는 정신질환적 증상과 정서 - ‘불안, 분노, 공격’, ‘기분의 저하’, ‘불안감’,
‘과도한 행복감’- 로 구분하고 있음
○ Benas & Hart(2017)는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특
징과 응급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위기시 특징은 기분 변화, 사회적 위축, 지남력 상실, 자극에 대한 과
도한 반응, 무관심, 단절, 비논리적 사고, 긴장, 특이행동, 식욕 변화, 수
면 장애임
- 응급의 양상은 자살시도 행위, 극심한 지남력 장애, 현저한 정신증적
증상, 살해 또는 위협적 행동, 즉각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해 행위,
약물 또는 알코올에 의한 심각한 손상, 스스로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
는 예측불가능하고 불규칙적인 비정상적 행동으로 나타남
○ Hobbs(1984)는 위기의 양상을 위기 개입과 연관지어 설명함
○ 이용표 등(2021)은 정신장애인의 정신적 위기발생과 자조적 지원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제시하고 있음
-이 모형에는 위기가 발생하는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그리고 위기
그 자체의 중심현상으로서의 양상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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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현상에서는 위기 자체가 가지는 양상이 ‘증상에 사로잡힘,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적 행동, 절박한 입원의 반복, 사회적으로 배제 당함’
등으로 나타남

3) 위기대응 원칙 및 방법
○ 응급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WHO가 승인한 기관 간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지침은 기본 서비스에서 임상치료에 이르기까지 여
러 수준에서의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음(WHO, 2019)
- 이 원칙은 ‘응급(emergency)’상황에 대한 지원 지침으로 명시되어 있
으나, 심리적 응급 처치, 정신건강의료서비스, 심리적 개입과 같은 위기
안정을 위한 개입 이외에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개입과 권익보호
측면의 개입을 포괄하여 전반적인 위기 지원에도 함의를 제공해주고
있음
○ 미국 연방정부의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약물정신건강청 SAMHSA에서
는 정신건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가치를 10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필수적인 가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15가지의 원
칙을 소개하고 있음(SAMHSA, 2009; 박인환·한미경, 2018).

3. 본 연구 위기개념
1) 위기상황과 위기양상
○ 본 연구에서 위기개념은 일련의 과정으로 즉, 위기원인, 위기양상, 개입
그리고 위기종결 및 사후관리까지의 과정으로 정의됨
○ 위기원인은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이나 갈등, 소외감, 고립(감), 주변환경
에 대한 민감성 증대 그리고 정신약물의 과다사용 및 중단 등과 같은 개
인적 요인과 상실 등의 사건, 돌봄의 부재, 빈곤, 열악한 주거환경 그리
고 사회적 지지체계 빈약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임
○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은 증상과 결부된 고통에의 압도,
상황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 약화라는 양상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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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적 요인은 개인요인의 위기양상을 고조 또는 감소시키는 조절적 역
할도 할 수 있음
- 즉 위기의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개인요인의 원인에 의한 위기
양상으로의 전이를 더 촉진하거나 감소시키는 역할
○ 위기의 양상에서 응급적 위기는 상황에 대한 개인 통제력의 약화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증상과 결부된 고통에의 압도’는 단절 및 무관심, 주변 상황으로부터
의 도피, 현실감각 상실, 증가된 불안 및 초조, 갑작스러운 기분의 변화
그리고 수면 장애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며, ‘상황에 대한 개인 통제력
약화’는 타인에 대한 폭력, 공격적 행동 그리고 자해 및 자살시도 등으
로 외현됨
- 두 가지 양상은 언제든지 교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적절한
개입은 위기를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적절한 개입이 이루
어지지 못한다면 개인의 통제력 상실을 가져올 수 있고 위기상황이 장
기화될 수 있음

2) 헙의의 위기 및 광의의 위기 개념
○ 이론적 맥락을 통해 살펴본 응급과 위기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응급은 생의학적인 관점으로 설명되며, 그 개념은 정신과적 응급에 잠
재적 자살, 잠재적 폭력,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급성 정신증으로 인한
긴박한 상황(Callahan, 1994)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반면에 위기는 통합돌봄관점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힐 위험 소
지가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스스로를 돌보거나 효과적
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의미하며, 따라서 응급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어떠한 관점으로 위기를 개념화 하느냐에 따라 그 서비스 내용은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광의의 위기는 정신건강관련 전문적 개입이 요구됨
- 일반의 보편적 욕구는 정신장애인들의 것과 유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나 복지급여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광의의 위기는 보편적 사회적 위험에 대한 지원에 비해 정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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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정신관련 상담 등 스페셜한 지원이 요구되
는 차이를 보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위기는 응급 즉 자타해위험의 지원 수준만
을 의미하고, 광의의 위기는 지역사회 내 상황에서의 위기까지를 포괄하
며, 전문적인 위기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개념화 하고자 함

Ⅲ. 국내외 위기 정신장애인의 위기지원체계 현황
1. WHO 위기지원체계 동향
1) WHO 정신건강서비스 실무패키지의 구성과 핵심 내용
○ 2006년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비준 이래 WHO는 각국의
정신건강서비스의 인권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WHO는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위기지원체계의 방향에 관하여
2021년 WHO 정신건강서비스 안내서의 실무패키지에서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 있음
○ WHO 안내서는 정신건강서비스의 구체적인 설명을 담은 7개의 기술적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정신건강위기서비스를 가장 앞서 제시
하고 있음
- 이는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사람의 위기상황이 인권침해의 위험이 가
장 높은 상황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됨

2) 정신건강 위기서비스의 목적과 방향
○ 위기서비스의 목적은 급성적 상황의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을 지원하는 것(WHO, 2021)이나 위기서비스는 바로 격리와 신체적·화
학적 억압과 같은 강제 입원 및 강압적 치료를 포함하는 인권 침해의 위
험이 높아지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위기서비스의 실무패키지는 강압이나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효과적인
돌봄과 지지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법적 역량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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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들의 묶음이라 할 수 있음
- 실무패키지의 모든 서비스는 돌봄과 지원을 전인적이고 인간중심적으
로 접근함
- 실무패키지는 인권과 회복접근을 토대로 하며 특별히 서비스에서의
힘의 균형에 주목하고 있음
○ WHO가 제시하는 위기서비스의 모범 사례는 위기대응이 반드시 완력이
나 강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 대신 소통 및 대화, 고지된 동의, 동료지원, 지원에서의 융통성 그리고
개인의 법적 역량에 대한 존중이 개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질높은 돌봄
과 지원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줌
- 위기서비스의 모범사례를 관통하는 다섯 가지의 인권 및 회복의 범주
는 ⑴ 법적 역량의 존중(Respect for egal capacity), ⑵ 비강압적 실천
(Non-coercive practice), ⑶ 참여(Participation), ⑷ 지역사회포용
(Community inclusion) 그리고 ⑸ 회복 접근(Recovery Approach)임
(WHO, 2021)

3) 정신건강 위기서비스의 모범사례
○ 아피야하우스는 미국 서부 매사추세츠 노스엠톤에 위치하고 있음
- 위기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매사추세츠 유일의 당사자운영 쉼터임
- 쉼터는 18세 이상으로 심각한 정서적, 정신적 위기에 봉착해있으며
동료지원환경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개
방되며, 최대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7박임
○ 링크하우스는 영국의 서부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2014년 18개 공공 및
민간조직이 돌봄의 전달을 일원화하는 정신보건혁신을 이룩하였고 이
18개 조직 중 하나가 Missing Link임
- 링크하우스는 미싱링크의 하나로서 정신건강위기로 인하여 원가정에
서 분리되는 시간이 필요한 18세 이상의 여성을 위한 위기거주센터임
○ 오픈 다이얼로그는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사람 및 그 가족과 함께 정신치
료적으로 그리고 대화적으로 작업하는 특별한 기술이자 프로그램임
- 핀란드 라플란드에서 발전하였으며, 현재 스칸디나비아, 독일, 네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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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많은 전문가들
이 훈련을 받고 있음
- 오픈 다이얼로그는 “비입원과 비약물 형태의 개입”을 추구하고. “현장
과 맥락에 기초한 지식과 실천”을 육성하고자 하며, 정신적 건강에 대
한 맥락적, 관계적 이해를 용이하도록 하는 네트워크접근을 이용함
○ 투푸아케는 뉴질랜드 남부 오클랜트 도시지역의 파파토에토에(마누카우
카운티 건강위원회 관할)에 위치하였으며, 당사자주도 응급 대안입원서
비스임
- 투푸아케는 2008년 민간 NGO Pathway에 의하여 거주기반 회복서비
스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마누카우카운티 건강위원회,
Pathway 그리고 다른 당사자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됨
- 투푸아케는 5일까지의 낮프로그램과 최대 10명에게 1주간 주거를 제
공하며, 실제적으로 입원의 대안을 제공하는 뉴질랜드 최초의 정신건
강관리서비스임
- 투푸아케는 자기결정을 장려하는 모델임

4) 정신건강 위기서비스의 평가항목
○ WHO가 위기서비스의 모범 사례는 제시하면서, 모범적 위기서비스의 기
준이 되는 인권 및 회복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 평가항목은 운영자, 수혜자, 서비스제공방법 및 내용, 운영시간, 의뢰체계
등에 대한 자기평가와 함께 법적 역량의 존중, 비강압적 실천, 참여, 지역
사회포용 그리고 회복 접근 등 서비스의 인권 및 회복지향성을 스스로 검
토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2. 한국
○ 현재 우리나라 정신건강체계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위기 상황을 정신건강
복지법에서 비자의입원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타해위험’과 동일시하
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원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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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위미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기준 관련 법적 근거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현재 한국의 ‘위기’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
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임
○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 세 주체별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는 법적
근거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적용되는 법률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정신건
강복지법 제43조제2항제2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에 따른 위험 기준을 판단하는 때를 제시하고 있음
- 경찰에서 인식하고 있는 자타해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자
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서 볼 수 있음
- 소방에서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볼 수 있음
- 이러한 각 주체들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정의는 국립정신건강
센터에서 2018년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안내2.0’
에서 ‘정신과적 응급’의 정의를 통해 찾아볼 수 있음
- 즉, ‘정신과적 응급’이란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정신과적 응급은 특정 병리학적 병명이 아니라, 정신질환이 악화되거
나 급성으로 발현하여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총칭하고 있음(국립
정신건강센터,2018).
○ 화성시와 서울시의 정신건강위기 관련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정신건강위
기를 화성시의 경우 ‘정신건강 위기상황’를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지역사회의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정신병적장애(조현병, 급성 정신장애, 조현정동장애), 기분
장애(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기타(기질성 정신장애, 인격장
애, 행동장애)와 같은 명백한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문제 상황뿐만 아니
라, 기질성 정신장애, 성격장애, 행동 및 충동장애등으로 본인이나 보호
자, 주변인의 도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모든 정신과적 문제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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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있음
- 이는 화성시가 기존의 ‘정신과적 응급’이라는 다소 협소한 정의를 그
대로 수용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모든 정신과적 문제 상황’이라는
이전보다는 좀 더 확대된 정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런 개념화와는 달리 화성시는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정신건강위
기대응팀’ 신설하고 관내 정신의료기관, 경찰, 소방, 맞춤형 복지팀, 관내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되어왔다는 점에서 지원체계 구축
에 보다 적극성을 보임
○ 서울시는 지역사회의 맞춤형복지팀 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위
기사례 발굴단계에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절차가 확보된 반
면, 서비스제공단계에서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최근 ‘서울형 정신
건강 위기개입 강화사업’의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미동의지원전담팀을
다영역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이제서야
시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위기의 개념화는 서울시에 비해 화성시가 좀 더 협소한 면이 있으
나, 위기대응체계는 서울시가 기존의 ‘정신과적 응급’의 분류 및 대응을
그대로 수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새롭게 시작한 ‘서울형 정신건강 위기
개입 강화사업’ 역시 미동의지원 전담팀으로 정신건강위기 전체를 포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소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음

3. 미국
○ 미국의 정신건강 위기 발굴 및 지역사회정착 시스템을 소개하며 대한민
국의 정신건강 위기 지원 인프라에 제시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정신건강 위기 지원 인프라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다양화
- 정신건강 위기 겪는 환자들에게서 증상, 증상변화 진행속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 정신병원 입원이 생애주기 과업을 성
취하는데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다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음
- 정신건강위기의 종류와 개인의 요구와 상황이 다양하지만 2021년 대
한민국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는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장애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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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신장애인들에게 정신병원 입원만을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
고 있음
- 1963년에 탈원화를 시작한 미국의 경험은 정신건강 위기를 해결하는
데 획일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한다면 많은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치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
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 정신건강 위기 지원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과 환경에서 살아가는 정신장애인들이 겪는 위기의 다양성에 대해
조사 연구한 뒤,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정신건강 위기 지원 인프라 정책 수립과정 거버넌스 방향성
- 정신건강위기 지원 인프라는 개별 주정부 또는 지역 정신건강보건국
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음(SAMHSA, 2014)
- 정신건강 위기 지원 인프라의 대부분 예산은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빈곤층 의료보장제 (Medicaid) 프로그램에서 제공되고 있는 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은 주정부
또는 지역 정신건강보건국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런 위기지원 서비스가 만들어 지는 과정에 연방정부, 주정부가 독립
적으로 위기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아니었음
- 1963년

케네디

정부에서

통과시킨

지역사회정신건강

센터법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Act of 1963)에도 불구하고 빈곤
층 의료보장제 (Medicaid)를 통해서 염가 또는 무료로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는 정신장애인들의 수가 매우 적었음
- 즉, 행위별수가제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제도는 신체건강을 치료받는
과정에서는 큰문제가 아니었지만 환자 자신이 병식을 가지고 있지 않
은 급성기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정신장애인들에게는 적합한 의료비
청구 제도라고 볼 수 없음(SAMHSA, June 2013).
- 이 과정에서 개별 주들에서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운동가들이 지역사
회 내 정신보건서비스 부족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였음(Arnold V.
Sarn, 1985; Musumeci & Claypool, June 2014)
- 2021년에 운영되고 있는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어 정신위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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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역시 1981년 제기된 집단소송 (class action suit)의 결과로 애리
조나 주정부와 중앙 애리조나 지역 정신보건국 (Central RHBA)는 급
성기 정신병적 증상을 경험하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정신위기 인프라
를 구축하게 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의 강한 연방주의적
전통에 부합하는 제도를 빈곤층 의료보장제 (Medicaid)에 도입하게 되
는게 이를 면제제도(waiver)라고 함
- 이 면제제도는 신체정신건강 문제를 치료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기준
들 이외에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정신위기 서비스 인프라가 가지는 특
수성을 인정하여 개별 주정부들이 장애인정 과정을 독자적으로 설계하
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해당 주의 정신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
들로 구성하더라도 이를 허용하였음
- 면제제도에 근거하여 주정부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빈곤층 의료보장
제 (Medicaid) 지원금을 활용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빈곤층 의료보장
제 (Medicaid)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 연방정부의 메디케어/메디케
이드 서비스 센터(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
에 사회보장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허가 받아야 함(SAMHSA,
June 2013).
- 이와 같은 미국 애리조나 주의 역사적 경험은 우리나라의 정신위기 대
응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정신장애인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보여주며,
더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신의료기관에
게 적용되는 보험수가 적용 규정의 유연성이 필요함을 보여줌.

4. 일본
○ 일본의 정신장애인 위기지원체계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일본 제도는 위기지원서비스의 대상을 넓게 규정하고 있음
- 즉, 정책적 위기의 개념이 응급상황을 의미하는 위기개념보다 넓음
- 정착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 등이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고립에 의한 위기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단기입소서비스도 돌봄제공자인 가족의 부재나 질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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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여 돌봄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는 위기예방을 위한 서비스
가 부재한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체계와 대비됨
○ 둘째, 일본의 위기지원체계는 정신의료기관의 퇴원과정을 위기상황으로
간주함
- 퇴원초기 재입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일본의 경우 지역상담지원서비스는 퇴원과정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정신의료기관에 1년 이상 입원하고 있는 사람을 입원유형에 상관
없이 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며,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돌
봄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퇴원 후까지 정착지원서비스로
연계하여 순조로운 지역사회정착을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시범 절차보조서비스가 강제입원·입소된 사람을 대상으로
입원기간 중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과 차이가 있음
○ 셋째, 일본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상황과 위기시 연락체계
를 사전에 확보하는 지역정착지원대장을 작성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이러한 제도는 지역사회 생활에서 위기의 발생시 당사자가 본인의 신
상에 관한 결정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즉 긴급
시 보호 가능한 체계를 사전에 확보하고 신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문
서로 작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호입원이나 행
정입원이 불가능한 경우 좁은 위기개념으로 인하여 별다른 대책이 없
는 실정
○ 넷째, 일본의 경우 위기지원서비스에서 당사자 동료의 참여는 미흡
- 지역이행지원서비스에서 정신의료기관 방문상담인력에 동료지원가를
포함하고 있으나 단기입소서비스와 같은 쉼터기능에서 당사자 참여를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섯째, 일본의 위기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과 장애인복지전달체계가 결
합된 형태로 볼 수 있음
- 정신보건복지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가 주관하지만 지역
이행지원, 지역정착지원 그리고 단기입소서비스는 장애인종합법에 근
거하여 광역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장애인복지사업자에 의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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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위기지원체계는 서구나 WHO 가이드라인에는 부족한 측면이 폭
넓게 드러나고 있음
- 일본의 위기지원은 가족이나 돌봄자의 부재에 대응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정신의료기관에의 입원을 억제하거나 당사자의 자기졀정
을 존중하는 대응책은 매우 미흡
- 당사자운영 위기쉼터의 부재하며, 단기입소서비스도 가족의 질병이나
부재에 대응하는 기능으로 국한되고 있음
- 또한 지역정착지원대장도 사전보호지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함

Ⅳ. 질적 연구
1. 조사개요
○ 일반적 질적 연구(generic qualitative research)를 활용하였으며, 자료수
집은 당사자 집단은 심층인터뷰로, 가족과 전문가 집단은 포커스 그룹 인
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방식으로 실시함
- 본 연구는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방법을 통해
하여 연구참여할 사례자를 선정함
- 자료의 분석방법은 일반적 질적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제분
석 방법을 활용함
○ 당사자 심층인터뷰 목적은 위기경험을 파악하고, 위기 시 겪었던 경험과
위기 발생 시 제공 받았던 서비스 및 처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느낌,
위기 발생 시 제공받길 원하는 서비스 및 처치 등을 파악하고 특히 당사
자가 경험한 위기의 원인, 위기의 양상, 위기의 정도 등도 살펴보고자 함
- 당사자 집단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에서 중증장애로 간주하고 있
는 F20 조현병, F25 조현정동장애, F31 양극성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의 진단은 발병 이후 오랜 기간의 치료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
차례의 위기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진단을 받은 정신장
애 당사자에 해당하는 조현병 2인, 양극성정동장애 2인, 조현 정동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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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으로 구성
○ 가족과 전문가 집단 FGI 목적은 위기를 경험하는 정신장애인을 지원한
경험과 현재 위기지원 서비스 제공에서의 한계 및 어려움, 필요하다고 여
겨지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들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었음
- 가족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에서 중증장애로 간주하고 있는 F20
조현병, F25 조현정동장애, F31 양극성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의 진단은 발병 이후 오랜 기간의 치료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에 따라
당사자의 가족 역시 수차례의 위기를 목격 및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으
므로, 상기 4개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18세 이상의 정신장애 당사자
의 가족 5인으로 구성
- 본 연구의 현장전문가는 근무시설의 종류에 따라 경험이 달라지기 때
문에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동주민
센터의 찾동사업으로 공무원의 위기개입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동주민
센터 공무원,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2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2인, 찾동공무원 1인, 경찰 1인으로 구성

2. 조사결과
1) 당사자집단
○ 조현현병, 양극성정동장애, 조현 정동장애 등을 겪고 있는 5명의 심층인
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위기의 발생원인으로 경제적 빈곤이 주는 압박감과 사회적 고립, 생활
상의 불안정과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긴장, 환경 및
생활패턴의 변화, 과도한 약물복용, 갑작스러운 단약으로 나타남
- 위기의 양상으로는 기분의 저하 및 예민함, 불안감, 불면, 과도한 감
정, 기본적 욕구 해결의 어려움, 비현실적인 사고, 극심한 환각, 자타해
위험을 동반한 응급, 급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위기의 지원과정에서 위기지원의 주체로는 가족의 발견 및 지원, 이웃
에 도움 요청, 경찰의 개입, 동주민센터, 주거시설, 병원 이송 및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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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외래, 동료 지원, 전문가의 지원, 혼자 해결 등임
- 위기 발생시 어려움은 지역사회 자원 측면에서 경제적 빈곤으로 인
한 치료 어려움, 도움을 요청할 곳 또는 위기 서비스가 전무, 위기 발생
시마다 단절되는 지역사회에서의 삶 등임
- 위기 발생시 필요한 서비스 중에서 위기 안정을 위한 서비스로는 상담
서비스, 자유로운 분위기의 단기 쉼터라고 나타났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로는 정기적인 연락과 방문, 권익옹호서비스, 경제적 지원,
가사지원으로 나타남

2) 장애인가족
○ ｢장애인복지법｣ 상에서 중증장애로 간주하고 있는 F20 조현병, F25 조
현정동장애, F31 양극성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의 진단을 받은
18세 이상 정신장애 당사자의 가족 5명의 FGI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위기의 발생원인은 충격적인 사건, 일상적 스트레스, 관계적, 사회적
스트레스, 약물의 오남용 및 갑작스러운 단약 등임
- 위기의 양상은 예민한, 불안감, 의심, 비일상적인 행동, 비현실적인 사
고, 극심한 환각,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 자해 위험의 동반, 일상활동의
어려움 등임
- 위기의 지원과정에서 위기지원의 주체 역할은 가족의 발견 및 지원,
경찰 및 소방서, 병원 외래, 병원 이송 및 입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동주
민센터 등임
- 위기 발생시 어려움은 가족 내 자원 측면에서는 위기 시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 부재를, 지역사회 자원 측면에서는 입원 이전에 도움을 요청
할 곳 또는 서비스가 전무, 당사자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재
를, 정책적 관점 측면에서는 정책 상 위기의 기준이 협소하거나 불분명
함, 가족에게 집중되는 돌봄 부담 등임
- 위기 발생시 필요한 서비스 중에서 위기 안정을 위한 서비스로는 상담
및 지지 서비스, 병원 이전에 이용 가능한 중간 단계의 위기쉼터, 좋은
환경의 병원 치료로 나타났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로는 퇴원
이후 자립지원서비스, 정기적인 관심과 연락,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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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창구 역할 보완으로 나타남

3) 전문가집단
○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동주민센터 공
무원 및 경찰 등 현장전문가 6명의 FGI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위기의 발생원인은 생활 속 스트레스와 가족과의 갈등, 소외감 등, 단
약,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빈곤(원인이자 양상), 강제입원의 트라우마
로 증상을 참다보니,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와의 단절, 과거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타인에 대한 공포감,익숙한 거주 공간에 대한 타인의 개
입, 지지체계의 부족, 주 돌봄자의 사망 및 가족 돌봄 부담 가중, 준비되
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지역사회 내 생활위기 대한 준비 부족, ‘자
타해 중심’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위기지원 구조, 전문가들의 다양한
위기원인에 대한 합의 어려움, 증상의 위험을 중요시 하는 전문가들의
시각, 지역사회 내 생활위기에 대한 지원 주체의 부족, 낮 생활을 지낼
수 있는 공간 등 부재 등임
- 위기의 양상은 자타해 위협, 공격성이 심해져 물건을 부숨, 자기관리
(씻고, 먹고) 및 약물관리가 안됨, 증상이 심해지고, 현실감 상실하여
거리 배회,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환청과 불안함, 흥분된 상태 및 사회
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빈곤(원인이자 양상)
등임
- 위기의 지원과정에서 위기의 지원방법 및 과정은 기다리기, 대화하기
그리고 지지하기 등 심리적 안정 유도, 약물 및 단약 확인, 당사자 동의
시 약물 제공, 위험상황 살펴보고 위험물질 제거하기, 부모 및 가족에게
알림, 자의입원 권유, 경찰 및 소방서 연락하기 그리고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지역사회 내 입원 가능하고, 당사자 욕구에 맞는 정신병원 탐
색 및 연락, 이들에 대한 관심과 소통 등임
- 위기 발생시 어려움에는 지역사회 자원 및 기관의 어려움을 들면서 기
관마다 나름의 이유로 협업의 어려움, 입원 등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자타해 위협에만 반응하는 경찰, 인권과 안전 경계의 모호, 응급 및 행
정입원에 대한 책임의 무거움과 눈치게임,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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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전환시설에서도 위기대상자를 선택 등으로 나타남
- 위기 발생시 필요한 서비스 중에서 관점측면에서는 개인증상 중심에
서 지역사회 내 돌봄시각으로의 전환 필요를 제시하였고, 지역사회 정
착을 위한 서비스로는 데이케어 센터 등 낮 생활 지원센터 확대. 지역
사회 내 생활위기 예방을 위한 독립, 주거지원서비스 등 지원,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빈곤 지원,
- 독립적인 위기지원팀 구축, 24시 위기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내 위기
지원기관간 MOU 체결 및 정보 공유, 당사자와 중심에서 위기 시 대처
등 계획할 필요, 당사자 주위의 지지체계 마련 및 동료지원가 양성, 지
리적 접근성 및 질적, 공공성을 띈 공공병원 등 필요, 경찰서 내 정신건
강전문 인턴 또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연계 필요, 관리가 아
닌 당사자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위기 쉼터, 입원 시 (독립생활이 불가능
한) 가구원에 대한 돌봄공백 서비스 등임

Ⅴ. 양적 조사
1. 조사개요
○ 본 연구의 조사 목적은 정신장애범주 뿐만 아니라 장애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기 경험’ 실태
및 ‘지역사회에서 위기지원에 대한 욕구’ 의 파악인 만큼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제공기관, 장애인당사자단체
등의 정신건강 관련 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총 350명을 표집하
고 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 , 정신건강 관련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장애인복
지법｣ 정신장애범주 뿐만 아니라 장애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신질
환을 가지고 있으며, 위기의 경험이 있는 사람 331명 현장전문가인 조사
자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설문조사에 참여함
○ 설문지의 주요 구성내용은 일반사항, 위기경험, 위기지원, 위기지원요구,
정신건강인식으로 약물복용태도(한국판 약물태도 척도, KDAI-10), 입
원경험척도(AES), 한국어판 정신건강자신감 척도(MHCS-K) 자아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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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척도(RES) 등 다양한 척도를 포함하고, 응답자가 경험한 위기의 양상
과 원인, 양태 등을 폭넓게 질문하고, 더불어 구체적인 위기 해결 및 지원
요청 대상, 지원서비스 경험, 위기시 필요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함

2. 조사결과
○ 양적 연구는 기존에 정신장애인 위기에 관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보다 탐색적 목적이 강하며, 위
기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정신장애 당사자가 위기 당시 겪었던 어
려움과 문제, 복지에 관한 욕구 등에 대하여 보다 폭넓게 접근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음
○ 조사에 응한 33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연구참여자의 연령대는
30~40대가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력은 고졸이 178명
(53.8)%으로 가장 많았음
○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63명(49.1%)로 비수급자와 비슷한 수준
이었으며, 월 평균 개인소득은 72.74만원에 불과하였으며, 경제적 계층
인식 역시 상중하 중에 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70명(51.4%)이었음
○ 직업 역시 없는 경우가 203명(61.3%)로 더 많았고, 직업이 있는 경우에
도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
원 일자리가 51명(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남
○ 전체 응답자 중 등록장애인은 235명(71.0%)로 미등록장애인(96명,
29.0%)의 두 배가 넘는데 장애유형은 정신장애가 90%를 넘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중증의 장애정도가 192명(81.7%)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
남
○ 정신질환 관련해서 조현병이 230명(69.5%)로 절반이상으로 나타났으
며, 이어서 우을증, 양극성 정동장애 순으로 확인되었음
○ 다양한 위기 경험 중에서 수면장애와 우울감을 가장 많이 겪고 있으며,
가장 심각하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위기 경험 역시 수면장애와 우울
감을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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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상황 중 입원이 필요한 응급상황으로는 1순위에 ‘자살시도 및 자해행
동’(75명, 22.7%)이, 2순위에는 타인에게 공격행동 및 신체폭력 행사
‘(41명, 12.4%)으로 나타남
○ 위기상황 중에서도 가족, 친구, 동료 및 정신보건전문가의 도움을 적절하
게 받는 다면 입원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물어본
결과, 1순위에는 ‘수면문제’(98명, 29.6%)이, 2순위와 3순위는 ‘심한 우
울감 또는 불안감’(44명, 13.3%/ 38명, 11.5%)으로 조사됨.
○ 가장 많이 위기양상을 촉발시켰던 상황 즉, 위기 원인으로는 1순위에 ‘사
회적 관계갈등’(90명, 27.2%)으로 나타났으며, 위기 원인 중에서 일상생
활과 사회참여에 심각하게 영향을 준 것 또한 1순위로 ‘사회적 관계갈
등’(113명, 34.1%)을, 2순위는 ‘직장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 및 소
외’(46명, 13.9%), 3순위는 ‘경제적인 어려움’(41명, 12.4%)을 가장 많
이 응답하였음
○ 위기를 경험할 때 주로 해결한 방법은 ‘정신재활시설, 토탈케어서비스 등
에서 일하는 선생님과 상담하여 해결하였다’는 응답이 111명(33.5%)으
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입원하지 않고 외래치료로 해결하였다’가 83명
(25.1%),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62명(18.7%)의 순으로 확인되었음
○ 위기 상황시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대상은 부모님이 117명
(35.3%), 정신재활시설 직원 72명(21.8%), 형제 및 자매가 41명
(12.4%)의 순으로 나타남
○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의 입원경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 중 276
명(83.4%)이 가지고 있으며, 전체입원횟수는 평균 4.04회, 강제입원 횟
수는 평균 2.05회로 여전히 강제입원을 상당정도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음
○ 지난 5년간 입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이 101명
(33.3%)로 나타났는데, 입원의 이유로는 ‘가족이 입원을 원해서’가 34명
(35.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병원 이외의 방법이 없어서’ 23명
(24.0%)이었음
○ 위기 상황 발생에 대하여 가장 걱정되거나 두려운 부분을 확인한 결과,
1순위에는 ‘강제적으로 입원될까봐 두려움’이 107명(32.3%)으로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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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에 하고 있던 학업 및 직장생활 등 나의 사회 생활이 무너질까봐
두려움’과 ‘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됨’이 각각 49명(14.8%)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위기상황에서 받았던 지원 내용은 주변 지인 및 가족의 정서
적 지원(260명, 79.8%)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신재활시설 지원(225
명, 69.0%),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169명, 51.8%)로 나타났다. 반면,
위기쉼터서비스(14명, 4.3%)와 전환지원센터(15명, 4.6%)를 가장 경험
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넘
○ 위기해결에 가장 도움이 된 지원내용의 우선순위는 1순위에 주변 지인
및 가족의 정서적 지원(135명, 40.8%), 2순위에 정신재활시설 지원(91
명, 27.5%)으로 나타나 이는 경험한 지원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도
움이 된 지원 역시 유사하게 응답한 것으로 보임
○ 위기 발생시 주된 어려움의 우선순위에는 1순위로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
이 있었지만 스스로 혹은 가족들이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였다’가 89명
(26.9%)로 가장 많았고, 2순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
지 못했다’가 51명(15.4%)으로 가장 많았음
○ 정신장애 당사자에게 위기가 발생했을 시 입원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위기
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가 293명(88.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
며, 지역사회 해결에 동의하는 이유로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편안한 곳
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136명(47.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위기상황을 신속하고 절적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는 1순위
에 ‘지속적인 관심 또는 전화’가 132명(39.9%), 2순위는 ‘비용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가 현장방문 위기상담’이 52명(15.7%), 3순위는 ‘지
역사회 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의 다양화’가 35명(10.6%)로 높은 비중
을 차지함
○ 새로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필요 정도를 확인한 결과, 사
전의료지시서는 82.2%. 절차보조서비스는 87.3%, 위기 쉼터는 87.9%,
오픈다이얼로그는 90.3%로 응답자 대부분이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다
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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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 위기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위기발생원인, 위기
양상, 위지 지원과정, 위기 발생시 어려움, 위기 발생 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질적연구 및 양적연구를 실시함
○ 질적 연구 결과 위기 발생의 원인에 대해 가족과 당사자는 경제적 빈곤,
생활 속 스트레스와 가족과의 갈등, 소외감, 외부와의 단절, 단약 등을 제
시하였으며, 현장 전문가는 동 내용 외에도 주 돌봄자의 사망 및 가족 돌
봄 부담 가중,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지역사회 내 생활위기
대한 준비 부족 , ‘자타해 중심’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위기지원 구조,
전문가들의 다양한 위기원인에 대한 합의 어려움, 증상의 위험을 중요시
하는 전문가들의 시각, 지역사회 내 생활위기에 대한 지원 주체의 부족
, 낮 생활을 지낼 수 있는 공간 등 부재 등을 위기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었음
- 당사자와 가족은 개인을 중심으로 위기 원인들이 구조화 된 반면, 현
장전문가는 실제 지역사회 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발생 원인들
이 개인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원인들로 위기
가 발생되고 있음을 제기하고 있었음
- 현장전문가는 현재의 자살, 응급 중심의 위기원인에 대한 개입에서 지
역사회에서 통합적인 삶을 지원하는 돌봄 관점으로 시각이 전환해야지
만 자타해 중심의 위기지원체계를 벗어날 수 있고 즉, ‘개인증상 중심에
서 지역사회 내 돌봄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
○ 위기의 양상은 다양한 위기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개인의 위기 양상으로
서 대부분의 집단에서는 자타해 위험, 현실감을 상실한 거리의 배회, 사
회적 고립, 자기관리 및 약물관리의 어려움, 불안함 등을 얘기하고 있음.
○ 위기 지원의 방법은 가족의 경우,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고 한 반면, 당사
자는 가족, 이웃 외에 입원과 관련되어 있는 119, 경찰서, 동주민센터, 동
료지원가, 전문가 등을 주 지원자로 언급하였고, 현장전문가도 비슷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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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원방법을 말함
○ 위기 지원 시의 어려움으로는 당사자는 도움을 청할 곳이 매우 적거나,
위기 시 마다 단절되는 지역사회의 삶에 대한 어려움을 제시한 반면에 현
장 전문가는 당사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 내 갈 곳이 없는 인프
라의 문제점 외에도 현실적으로 위기 지원 시 지원기관 간 협력되지 않은
부분을 더 큰 문제로서 꼽고 있었음
- 현장전문가는 자타해 위험에만 반응하는 위기지원체계로 인해 위기원
인에 대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다 많은 지역사회 내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기
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음
- 위기 초기에 지역사회 자원 연결 및 관심 그리고 지역사회 데이케어
센터 등을 잘 활용하였다면 위기발생이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함
- 특히 당사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자타해 위험 시에도 응급이
될 수 있지만, 다양한 위기 초기 사이에서도 응급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음
- 이로 인해 지역사회 자원들(경찰, 119, 동주민센터, 정신건강전문요
원)의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이외에
지역사회 내 갈 곳 없는 부문 즉, 낮에 갈 곳이 없는 상황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은 위기 발생의 원인이라고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음
○ 양적연구에서도 질적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정신건강과 밀접한 빈곤의 실재는 현재 응답자의 경제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동시에 위기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었음
-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63명(49.1%)로 비수급자와 비슷한 수
준이었으며, 월 평균 개인소득은 72.74만원에 불과하였으며, 직업 역시
없는 경우가 203명(61.3%)로 더 많았음,
- 위기 원인 중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심각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1순위에 ‘사회적 관계갈등’(113명, 34.1%)을, 2순위는 ‘직장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 및 소외’(46명, 13.9%), 3순위는 ‘경제적인 어려움’(41
명, 12.4%)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 퇴원 후 주로 경험하는 위기 원인 역시

1순위에 ‘사회적 관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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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98명, 29.6%)을, 2순위에서는 ‘직장 불안정’(56명, 16.9%), 3순위
에서 ‘사회적 고립 및 소외’(44명, 13.3%)로 확인되어 일상생활에 심
각하게 영향을 주는 위기원인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양적연구 결과 또한 현제 위기 지원체계의 한계와 부재를 여러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위기 상황시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대상은 부모님이 117명
(35.3%), 정신재활시설 직원 72명(21.8%), 형제 및 자매가 41명
(12.4%)의 순으로 나타남.
-지난 5년간 위기상황에서 받았던 지원 내용은 주변 지인 및 가족의 정
서적 지원(260명, 79.8%)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신재활시설 지원
(225명, 69.0%),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169명, 51.8%)로 나타났다.
반면, 위기쉼터서비스(14명, 4.3%)와 전환지원센터(15명, 4.6%)를
가장 경험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넘
-위기해결에 가장 도움이 된 지원내용의 우선순위는 1순위에 주변 지인
및 가족의 정서적 지원(135명, 40.8%), 2순위에 정신재활시설 지원
(91명, 27.5%)으로 나타나 이는 경험한 지원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
에 도움이 된 지원 역시 유사하게 응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반면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위기가 발생했을 시 입원보다는 지
역사회에서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293명
(88.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해결방향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편안한 곳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 위
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136명(47.2%)으로 가장 많았음
○ 또한 새로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필요도 확인할 수 있었
음
- 사전의료지시서는 82.2%. 절차보조서비스는 87.3%, 위기 쉼터는
87.9%, 오픈다이얼로그는 90.3%로 응답자 대부분이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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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1) 위기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주요 과제
○ 본 연구에서 초점집단 인터뷰 및 서베이를 통하여 만난 정신장애인들은
이런 전통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위기”가 상당히 협의적인 의미를 가지
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즉, ”광의의 위기“ 경험이 ”협의의 위기“경험에 의해 야기되는 상황이 존
재한다는 사실은 급성기 정신병적 증세에 대응하는데 익숙한 정신의료기
관들이 정신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과정에서 ”광의의 위
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제시하고 있음
○ 정신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의
의 위기“에 속하는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정책 및 서비스
를 수립해야 함
○ 본 연구는 ”협의의 위기“와 ”광의의 위기“를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동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정착 지원체계가 필요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같은 두 개념에 대한 통합적 문제해결 없이는
인프라 모델들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2) 위기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정착 지원체계 모델(안)
(1) 정신장애인이 겪는 “협의” 및 “광의”의 위기 지원 인프라
○ ”협의의 위기“에 대응하는 위기 서비스들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서비스들을 고민할 수 있음
- 첫째, 정신과적 위기를 겪는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최소화시키는 지역사회 내 서비스가 필요함
-둘째, ”협의의 위기“가 지역사회 내 위기서비스로 해결이 되지 않아 정
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장애인들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퇴원하고 지
역사회에 재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들을 갖출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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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의료기관 입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내 서비스
○ 우리나라의 위기 정신장애인들이 병원 입원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에
서 회복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중요한 총 7가지 서비스들을 제시
하고자 함
- 자타해 위협 및 일상생활기능의 저하 시 24시간 전화하여 응급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핫라인
- 모바일 정신응급팀이 정신장애인 방문 후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게 지원
-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 23시간 관찰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정신병원
입원 방지하여 정신병원 입원 최소화
- 급성기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 사회 내 단기주거서비스를 통해
정신병원 입원 최소화
- 사전치료동의서 보편화를 통해 정신응급상황 시 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
- 비자의입원 과정에 환자의 자기의사표현 강화를 위한 권익옹호서비스
(=절차보조인)
- 자살방지 캠페인 및 병원 응급실 내 자살시도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의료기관 추천

(3) 정신의료기관 입원 후 지역사회 재통합을 위한 병원 내/외 서비스
○ 현재 이루어지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후 지역사회 재통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 비자의입원 환자들의 자기의사표현 보장을 통한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
- 퇴원을 촉진하고 퇴원계획수립을 제도화하여 입원을 최소화
- 병원사례관리를 받는 퇴원하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복
지센터, 정신건강전문의, 정신재활시설, 동료지원서비스 기관과의 치료
의 연속성 (continuity of care)가 보장되도록 연계되어야 함
- 잔여증상이 존재하더라도 정신장애인이 지원을 받으며 거주할 수 있
는 지원주택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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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교육 및 지원고용 확대를 통하여 정신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4) 정신장애인이 겪는 “광의의 위기” 경험을 해결하는 서비스
○ 정신장애인들이 가진 특수성을 반영하여 “광의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일련의 서비스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문제해결 및 스트레스 감정 완화를 위한
동료지원 서비스제공 24시간 콜센터
- 가족, 배우자/애인 또는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때
요청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
- 폭염 및 홍수와 같은 기상재해로 인하여 주거의 질이 임시적으로 급격
히 악화될 때 머물 수 있는 임시주거시실
- 신뢰할 수 있는 동료지원가가가 주도하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집단 (support group)
- 정신장애인이 기존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정신
장애인 권익옹호가 (=절차보조인)
- 교육기관 및 직장에서 차별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 권익옹호가 (=절차보조인)

3) 위기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정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위기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정착 지원체계를 효과적
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권고를 ”협의의 위기“와 ”광의의 위기“에 대응하는
위기서비스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함
○ 협의의 위기 대응 위기지원서비스 관련 제언은 다음과 같음
-정책제언: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만들어
질 14개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가 23시간 관찰 정신응급서비스를
도입
-정책제언: 정신응급 단기주거시설은 23시간 관찰 정신응급서비스, 지
역사회 내 정신보건 서비스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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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촉진에 초점화
-정책제언: 24시간 위기 핫라인을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서 추
진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가 관장하는 권역 내에 설립 운영
-정책제언: 권역별 지역내 모바일 정신응급팀의 구축을 통해서 환자이
송과 관련한 가족 및 이웃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신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정신과적 응급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 제공
○ 광의의 위기 대응 위기지원서비스 관련 제언은 다음과 같음
-정책제언: 정신장애인들이 빈곤, 실업, 차별과 같은 “광의의 위기”를 만
날 때 권익옹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
록 절차보조인들의 활동 강화
-정책제언: “광의의 위기”가 원인이 된 심리적 스트레스를 정신장애인이
경험할 때 손쉽고 신속하게 동료지원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
시간 동료지원가 통화센터를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따라서 만
들어질 권역 별 “정신응급의료센터”, 24시간 위기 핫라인, 지역 내 모바
일 정신응급팀과의 통합 운영
-정책제언: “광의의 위기”가 원인이 된 심리적 스트레스를 정신장애인이
경험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
원을 위하여 당사자단체의 위기쉼터 구축 및 운영
-정책제언: 교육기관 및 직장에서 절차보조인들이 권익옹호서비스 및
문제해결 강화를 위한 임파워먼트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교육 및 지원
고용 프로그램 확대
-정책제언: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 지속적인 위기
초기부터 지속적 지역사회 내 돌봄지원체계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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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은 의료, 교육, 돌봄, 일자리, 정신건강 등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위기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의미하며, 영
어로는 “crisis”로 이는 “어떤 것 또는 누군가가 하나 이상의 매우 심각한 문제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위기는 인간의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이혼, 질병, 전염병과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계급에 차별, 국
가들 간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정신과적 측면에서도 발생한다
(Brennaman, 2012).
우리나라는 2004년 30대 영세민 부부의 아이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에 한시법으로 제
정되어 현재는 영구법으로 존재한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갑작스런 경제적 위
기에 처하더라도 행정중심의 복지체계와 복잡한 자격기준 등으로 인해 복지 사
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
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
로 위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동 법 제2조(정의)에 의한 ‘위기상황’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가정폭력 및 학대, 화재,
소득의 상실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위기는 전술한 주 소득자의 사망, 학대 및 폭력 등의 상
황적 위기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의한 위기, 정신과적 위기
등의 과제가 있으며, 이는 사회문화적 그리고 상황적 위기와는 다른 유형의 욕
구와 다른 성격의 개입을 요구한다. 특히 이러한 정신과적 위기는 발달장애인
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위기와도 다소 다르다. Callahan(1994)은 정신과적
위기는 ‘4 ~ 6주 정도 지속되고 개인의 항상성(평형상태) 혹은 기능의 안정적
인 상태가 혼란스러워 지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정하 외(2021)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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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큰 변화에 직면하여 일어나는 중요한 갈등이나 문
제이며 지금까지의 대응기전으로는 해결되지 못하고 위협으로 인지될 때 나타
나는 불균형 상태’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체계에서는 ‘위기’와 ‘응급’개념은 명확하게 구
분하지 않은 채, 응급상황을 위기상황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
체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체계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을 응급적
위기상태로 보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입원을 용인하고 있으나, 자타해 위험이
없는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입방안이 강구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기
준들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 등의 지역사회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부터의 지원과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다. 즉, 정신과적 응급상황만을 행정적 개입이 필요한 위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활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통의 위기상황에 대한 개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자타해 위험성이 없더라도 위기는 일상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는 응급상황의 전초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위기상황 그리고 위기상황 내 응
급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관계의 어려움 등에 의한 위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생활위기 – 갑작스런 주 돌봄자의 부재 및 사망, 가구원 돌봄에 대한 공백 등도 당사자들에게는 위기상황이자 응급상황이다. Callahan(1994)은 응급을 즉
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극심한 상황으로, Callahan은 정신과적 응급에 잠재적
자살, 잠재적 폭력,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급성 정신증으로 인한 긴박한 상황
만이 해당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러나 Callahan이 응급이라고 정의한 급성
정신증으로 인한 긴박한 상황 외에도 지역사회 내 생활위기로 인한 상황도 즉
각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위기상황이 될 수 있다. 자타해 위험은 명백히 긴박한
응급상황이다. 그러나 위기를 정신과적 응급으로만 한정할 경우에는 그 원인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기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기제가 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위기지원체계는 응급상황 뿐만 아니라 응급적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적 위기상황에도 접근할 수 있는 위기개념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미국 SAMHSA(2009)는 정신건강상의 위기를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힐 위
험 소지가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스스로를 돌보거나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까지를 포괄하여 정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2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연구

개념 정의는 미국 각주의 위기지원체계에 반영되어 있다. 즉, 미국 각주의 정신
건강 위기지원체계의 주요 목적은 자·타해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
라 위기 이전 당사자의 기능적, 환경적 상태를 복구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이용표·강상경·배진영, 2021).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의 위기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체계의 법제
근거가 미흡하고, 다양한 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역시 미구축 상태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때때로 발생하는 증상적, 정서적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한다면
입원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및 지원체계가 없어 위기
발생 시 불요불급한 입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 그리고 위기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또한 모호하여, 센터에 의한
응급대응팀 및 응급의료서비스체계의 가동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이 불명확한 상
태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응급대응체계를 통해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에
연계할 책임이 있는데도 자해나 타해 위험을 현장에서 판단할만한 매뉴얼이 부
재하고 응급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

․

고 있다(이용표 배진영,

2020).

더불어 현재 정신장애인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
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에 국한되어, 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다. 즉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위기상황에서 폐쇄병동에의 입원이나
갈등상황에 있는 가족과의 동거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

․

다(이용표 배진영,

2020).

그리고 당사자는 병원이 아닌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쉼터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동일한 경험을 한 동료들로부터 지원받는 것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어 김상희 의원 등

인이 정신질환자의 의지를 반영하여

12

쉼터의 마련, 동료지원가의 채용 등을 포함한 응급대응체계의 구축을 촉구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1), 여전히 이러한 요구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과 당사
자의 입장이 중심이 되는 응급대응체계의 마련 촉구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청원
이 청와대 게시판에 게시된 바도 있으나, 역시 현실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
위기지원체계는 비단 정신장애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최근 탈시설 장애인 중

1)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0. 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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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발달장애인이면서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
으로 이들이 지역사회 내 정착하는데 가장 주요한 복지지원체계가 바로 위기지
원체계이다.

UN CRPD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에 따르면, 모

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신적 어려움을 가
지고 있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 요구되는 위기지원서비스의
공급은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삶 전체와 얽혀 있는 위기들에 대해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되
는 위기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선진국은
Treatment),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ACT;

AOT(Assisted

Outpatient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등의

공공 위기지원체계를 통해 위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
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경우 쉼터와 응급환자에 대
한 치료기능 등에 대한 지원체계, 지역사회에 돌아갔을 때 지원 등이 면밀히 연
결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신장애인의 위기에 대한 개념이 명
확하게 논의된 바가 없으며 상황적 위기 중심의 정책과 장애특성에 따른 위기정
책이 이분화 되어 있는 현실이다.
특히 장애특성에 따른 위기정책으로 우리나라 정신건강체계에서는 정신장애
인의 위기 상황을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비자의입원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타
해위험’과 동일시함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기 개입은 급성기 상태를 잠재
울 수 있는 의료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간주되어 비자의입원이라는 결
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자타해위험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협소적인 위
기 개념은 신체적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가동되어 위기대응이 너무
늦거나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SAMHSA, 2009).

정신건강상의 위기를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힐 위험 소지가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스스로를 돌보거나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까지를
포괄하여 정의한다면, 위기개념이 보다 광범위해지면서 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관점 역시 더욱 확장될 수 있으며, 보다 확장된 개념 정의는 위기개입의 주

·

요 목적을 자타해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과 함께 위기 이전 당사자의 기능적

환경적 상태를 복구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
써, 위기개입에 대한 선택지도 다양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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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위기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신과적 위기 뿐만 아니라
이혼, 질병,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적 위기, 관계에서 나타는 위기 등 일상적
인 위기, 준비되지 않아 겪는 지역사회 내 위기를 포괄한다. 협의의 개념은 자
타해 위기 만을 뜻한다 할 것이다.
이처럼 위기개념의 정의에 따라 정신건강 상의 위기개입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탈시설 및 탈원화와 지역사회정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협의의 위기개념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지역사회에서의 삶 그리고 돌봄관점을 기반으로 입원 여부의 의미로 국한된
정신장애인의 위기 개념에서 다양한 위기 상황들을 포괄할 수 있는 위기 개념으
로 재개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신장애인의 더 큰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
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에 대한 정책적 개념을 재구축한
후, 보다 포괄적인 위기에 대한 예방적인 개입방안, 법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기지원체계의 정책대상은 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미등록장애인 포함)으로, 구체적으로는 정신질
환을 가지고 있는 자, 주 장애가 정신장애인이거나, 주 장애가 정신장애는 아니
지만 중복으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장애인복지법의 중복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괄할 필요가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의 위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체계 모델을 그리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다양한 위기 경험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여 정
신장애인의 위기 개념을 재구축하고, 국내외의 위기지원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위기지원체계 모델을 구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기에 있는 정신장
애인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가족과 현장전문가, 위기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당
사자의 위기 경험을 질적 및 양적으로 분석하여,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
착을 위한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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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논의이다. 본 연구의 2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2장은 지역사회
돌봄 및 지역사회 정착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고찰
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지금까지의 위기개념을 정리하였다.
둘째, 국내외 위기지원체계에 대한 고찰이다. 국내는 2020년 지역사회 돌봄
선도지역 중 정신질환자 돌봄체계를 운영한 바 있는 화성시를 선정하였으며,
2021년에 운영된 ‘서울형 정신건강 위기개입 강화사업’ 을 중점적으로 살펴보
았다. 국외는 미국과 일본을 선택하여 위기지원체계를 살펴보았다. 미국과 일
본을 선정한 이유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장애인의 위기에 대한 지원이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셋째, 당사자와 가족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정신장
애인에게 주로 돌봄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및 현장전문가의 위기 지원
경험과 당사자가 직접 경험한 위기를 넓은 범위에서 충분하게 파악하고자 하였
다. 세 집단의 자료수집은 당사자의 경우 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그 당시
의 어려움과 문제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하였으며, 가
족과 현장전문가는 연구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위기지원시의 필요서비
스, 위기지원개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비슷
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그룹으로 구성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를 적용하였다.

FGI

넷째, 양적연구이다. 질적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적용하여 지역사회에 거
주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경험한 위기원인과 양상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서비스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질적 연구 및 양적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위기지원체계 방향과 법률적 개편안, 그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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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질적 및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즉 세
가지 절차를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째, 문헌연구 등을 통해 위기개념을 살펴보았다. 전통적 위기개념과 정
신건강측면의 위기 개념 등을 살펴보고, 자타해 중심의 협의의 위기개념에
서 다양한 상황을 총칭하는 위기를 광의로 개념화함으로써 ‘위기’를 재정의
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별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돌봄 체
계 내 긴급지원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당사자 집단과 가족, 전문가 집단 등의 질적 연구를 통해 위기개념
의 경험과 당시의 어려움과 문제점. 복지지원체계 등을 인터뷰하여, 지역사
회 내 위기지원체계 구축마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본 질적
연구의 연구문제인 ‘위기 정신장애인에 대한 당사자, 가족 및 현장전문가의
위기 경험은 어떠한가? ’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얻기 위해 ‘일반적 질적 연
구(generic qualitative research)’를 활용하였다. 일반적 질적 연구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어떠한 인식론에 기반하지 않는 방식으
로, 본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앞선 질적 연구를 토대로 위기 개념에 따른 질문문항 등을 토대로
지역 내 정신장애인의 위기 경험과 양상을 조사하고,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
체계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위기 실태 및
필요서비스 욕구 도출

탐색적 방식을 통한 위기개념 도출

문헌연구
․ UN CRPD 19조
․ 지역사회 돌봄
개념
․ 위기 개념 선
행연구 고찰

1단계

질적 연구

→

․ 위기원인, 위기
양상 도출
- 당사자 집단
- 가족 집단
- 전문가 집단

2단계

양적연구

→

․ 위기 실태
․ 위기시
지원피서비스
파악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체계 구축
→

3단계

[그림 Ⅰ-1] 연구방법 및 진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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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추진체계
연구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연구 방향 설정

▸세부 연구계획 수립



이론적 배경

▸위기의 개념
- 정신장애인 위기의 개념 문헌 연구
▸국내외 위기지원체계 현황
- 국내 현행 위기지원체계
- WHO 동향, 미국, 일본 등 국외 위기지원체
계 사례


가족 및 현장전문가 FGI

▸정신장애인의 위기를 지원한 경험, 위기지원
혹은 서비스 제공에서의 한계 및 어려움, 필요
하다고 여겨지는 시스템 등

+
당사자 심층면담

▸위기 시 겪은 어려움, 위기 발생 시 제공받았던
서비스 및 처치에 대한 구체적 의견과 느낌, 위기
발생 시 제공받길 원하는 서비스 등



실태조사

▸FGI 및 심층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경험 설문지마련
▸전문가 회의, 예비조사 등
▸위기 시 겪은 어려움, 위기 발생 시 제공받았
던 서비스, 양·질·만족도, 위기 발생 시 제공받
길 원하는 서비스 종류 등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도출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보고서 발간 및 배포

[그림 Ⅰ-2] 연구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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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맥락 및 위기 관련 선행연구

1.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체계의 필요성
1)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살아갈 권리(UN CRPD 제19조) 강화
UN CRPD 제19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는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
으며, 회원국들은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와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 및 참여의
완전한 향유를 촉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a)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거주, 거주지 및 동거인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b) 장애인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또는 격리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정 내, 거주지,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다.
(c) 대중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한 기초 위에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장애
인의 욕구에 부합해야 한다.

동 조항은 당사자가 자신이 살 곳을 정하고, 그곳이 속한 지역사회에 통합
되면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실현의 하나임을 강조
한다. 동 조항에 의해 CRPD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
는 것은 국가가 시설화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의 시설 확
장과 기관 중심의 개인별 주거지원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ANED, 2019).
따라서 제 19조는 탈시설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으며, 현재 통합돌봄의 기조
와 맥을 같이한다(강정배, 2020). 통합돌봄의 목적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
애인(정신장애인 등)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 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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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보내는 것
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20).
그러나 장애인은 자신이 갈 곳을 정하고 원하는 사람과 사는 등 자기결정권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통제권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다. 제19조 본문의 ‘특정한 주거 형태에서 살지 않아도 되고’의 표현은
시설입소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자신이 원하는 주거형태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
께 살 권리가 있는 것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시설입소의
중심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과 통합에 대한 개인서비스와 거주지, 지역사
회 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과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정책
방향이 개편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부는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과 통제‘를 행사하고 자신의 삶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요구되
는 ’모든 수단‘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은 교통, 개
인 지원에 대한 접근, 정보, 거주지, 일상생활, 고용, 위생 및 건강관리, 개인관
계, 영양, 종교활동, 문화활동 등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 이러한 활동들은 한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사는 곳, 먹는 것, 밤늦게 자는 것, 실
내에서 자는 것, 야외에서 자는 것, 식탁에서 먹는 것,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
음악을 듣는 것 등에 대한 행동과 결정이다.
장애인(정신장애인 포함)은 인간의 권리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권리
가 있으며, 이에 대해 요구되는 건강, 일상생활, 고용, 개인관리, 옹호 등의 측
면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음으로써,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
가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신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구체적
인 계획수립의 의무가 있다. 이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구체화되기 시작
한 돌봄정책과 돌봄 정책 내 탈시설 정책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돌봄 관점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역시도 건강, 주거, 보건의료,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이 통
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 다
양한 부분들 – 일상생활 지원, 주거지원 등 – 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는 적극적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의 부재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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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는데 위기를 발생시키며,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불리하게 만든다. 즉 정신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위기는 주간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부재, 증상
발현이 있을 때 병원 이외에 선택지가 없는 지역사회, 자타해 중심의 위기지원
체계, 정신과적 위기만을 고려하는 전문가들의 시각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
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기관을 확충
하고, 지역사회 지원서비스가 갖추어진다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위기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통합돌봄정책 내 위기지원체계 중요성 대두
ANED(2019)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완전한 사회생
활을 영위하고 공공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포함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합돌봄의 맥락은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을 통해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9년
에는 노인통합돌봄모델, 장애인자립생활지원모델,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모델 세 축으로 진행되었다. 즉 지역별 특성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
환자 등의 모델을 지자체에서 지자체 정책환경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합
돌봄사업을 진행하였다. 주로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정신질환
자 지역사회 정착지원모델은 1곳에 불과하였다. 정신질환 관련 지역사회정착
지원모델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의료기관 입원치료 종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
지역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초발 정신질환자, 2030 4050 세대
등 지역 복귀가 가능한 자)로서, 퇴원 후 광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
하고 자립체험 주택이나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그 외 통합적(정신질환자
특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홍선미 외, 2019).
우리나라의 통합돌봄정책은 영국의 돌봄정책들을 표방하며 이루어지고 있
어,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내 정신장애영역을 볼 필요가 있다. 1962년에는 탈

제2장 이론적 맥락 및 위기 관련 선행연구 11

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를 추진하기 위해 ‘병원계획(Hospital Plan)’을 제시하
면서 탈원화의 동력이 마련되고, 정신병상 감축이 시행되었다. 2011년에는 국
가정신건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정부합동으로 발간된 정신건강전략보고서
(No health without mental health: A cross-government mental health
outcomes strategy for people of all ages)에는 정부합동전략(crossgovernment action)의 목표들이 제시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신질
환자 커뮤니티케어에서 지향하는 목표들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Ⅱ-1> 정신건강전략의 목표

① 목표 1.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정신건강 향상(More people will have good
mental health)
② 목표 2.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정신질환으로부터의 회복(More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will recover)
③ 목표 3.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진 보다 많은 사람들의 신체건강 향상(More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will have good physical health
④ 목표 4. 보다 많은 사람들의 케어와 지지에 대한 긍정적 경험(More people will
have a positive experience of care and support)
⑤ 목표 5. 보다 적은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해로부터의 고통(Fewer people will
suffer avoidable harm)
⑥ 목표 6. 보다 적은 사람들의 낙인과 차별의 경험(Fewer people will
experience stigma and discrimination)
출처: 홍선미 외(2016).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연구 실태조사

영국정부는 “정신건강 5개년계획(Five Year Forward View for Mental
Health)”을 통해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정신건강서비스의 확대, 의료 및 정신
의료의 통합 등으로, 치료와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확충을 제시하
고 있다.
정신건강TF의 보고서(A report from the independent Mental Health
Taskforce to the NHS in England)에서는 영국의 모든 지역에서 공공의료와
사회서비스와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심의 계획을 세우고
예방적이며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 개선을 지방정부에 촉구하였다(NHS,
2016).

NHS(2019)의

“The

Long

Term

plan”의

정신건강위기관련

(Emergency mental health support)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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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20~2021년까지 정신건강위기를 겪고 있는 노인 및 성인을 위해 영
국 전역에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위기 대응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Care
Quality Commission(2015)의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국에서도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위기 대응이 미흡하였기에,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다 할 수 있다.3) 세부 서비스로는 2021년까지 영국 전역에
24시간/주7일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위기대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급성입원치료의 대안 또는 조기퇴원을 촉진하도록 집중재가치료(intensive
home treatment)를 모든 지역에서 받도록 하며, 모든 서비스가 ‘open-access’
되도록 하였다,
둘째, 모든 사람들이 시기적절하고 보편적인 정신건강위기 관리를 보장받도
록 하였다. 즉 자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거나, 그들 자신이
위기에 처할 위험이 높은 가족들에게 위기 후 지원(post-crisis support)을 포
함하고 있다. 또한 2023/24년까지 영국에서 긴급한 정신건강지원을 원하는 사
람들은 누구나 간단한 세자리 숫자 111 전화를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필
요로 하는 정신 건강 지원에 24시간 주7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대안적 형태의 공급을 늘리도록 계획하였
다. 예를 들면, 위기 카페(crisis cafes), 안전쉼터(safe haven)4), 위기주택 등
을 통해 입원의 대안으로서 정신건강위기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였
다. 그리고 위기주택(crisis houses)과 급성데이케어보호서비스(acute day
care services), 가족 지원 등을 통해서 입원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장기
적으로 이 영역에 1억 7천 파운드를 투자하며, 정신건강서비스 사용경험이 있
는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료지원근로자를 고용할 것으로 제시하
고 있다.
넷째, 2023/24년까지 아동 및 청소년에게 24시간/주7일 적절한 위기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여기에는 종합적인 위기진단, 간단한 후속조치,
2) NHS(2019), The NHS Long Term Planp,70~p71의 내용을 요약함.
3)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진 조사대상자 중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과 관련해서도 단지 14%만이 위기 상
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제공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사회 팀의 절반만이 24시간 7일 위기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바 있음(Care Quality Commission, 2015).
4) 정신건강위기 또는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보호자들에게 시간 외 도움과 지원을
제공. 동 기관은 저녁, 주말, 휴일에 문을 열며, 성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입원 등에 대한 안전한 대
안을 제공하도록 설계됨(24시간 서비스 포함). 또한 매일 오후 6-11시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집을
떠나지 않고도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NH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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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재가치료가 포함된다.
다섯째, 구급차 직원들에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구급차 서비스는 정신
건강응급상황에서 주요한 부분으로, 영국의 어느 지역은 10~15%가 정신건강
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부적절한 구급차 수송
을 줄이거나, 경찰이 바로 입원으로 의뢰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정신건
강수송차량을 도입하거나, 구급차 통제실에 정신건강간호사를 채용하여 정신
건강호출에 대한 분류와 대응을 개선하고,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정신장애인의 커뮤니티케어는 ‘입원’에서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체계
강화’로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기지원체계는 입
원의 대안적 형태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공간과 서
비스들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신장애인 및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
는 체계가 바로 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표 등(2019)에서는 정신질환 당사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위기 상
황일 때 의사가 아닌 동료가 지원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는 욕구가 도출
되었다. 급성기 또는 위기 상황에 도래하였을 때 정신질환 당사자들은 병원에 입
원되거나 자신의 질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과 함께 있기보다 편안하게

·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그리고 김문근 하경
희(2016)는 장기입원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신보건전달체
계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역 내 통합 전달체계 구축
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복합 및 위기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
화해야 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야간 및 응급 환자에 대한 단기입원 치료기능이 강
화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도출되었다. 또한 탈시설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

·

공 정신의료기관의 응급 위기 입원 지원을 규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통합사
례관리 위기대응역량을 향상시켜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할 것을 제언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자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
고 있으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의 부담으로 담당사례 외에 위기지원 사례
를 충분히 소화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의 관리에 치중하여 발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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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조치 등에 대한 지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이용표 박
인환(2020)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질환자 위기관리체계를 베이트슨의 이
중구속이론의 틀로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서비스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관계양상
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어떤 선택에서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
황, 즉 이중구속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위
기상황에서 입원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정신건강복
지센터에서는 입원 이외에 위기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자체적 대안을 제도적
으로 구축해야 하며, 입원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실무자가 입원에 관한 결정에 행
사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3) 광의의 위기개념에 따른 위기지원서비스 필요성 증대
위기지원체계는 위기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시
스템의 역할과 지원 서비스가 다를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위기’와 ‘응급’
을 혼동되는 가운데 응급상황을 위기상황으로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 즉 정신
건강복지법체계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을 응급위기로 보고 있
다. 이러한 기준들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 등의 지역사회 조직들
인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본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심
각한 상황만을 응급위기로 간주하고 있어, 위험성과 긴급성이 응급지원의 주요
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건복지부(2016)에 따르면 ‘위험성’은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성 중심으로 평가하며, ‘긴급성’은 격리하지 않으면 추가
적인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되기에, 현재 위기상황을 위험성과
긴급성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위기예방을 위한
당사자에 대한 지원, 생활상의 위기시부터의 지원, 위기 이후 사후지원 등이 매
우 미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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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주체별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기준’관련 법적 근거
주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법률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2항제2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내용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
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
인 위해를 가할 개
연성이 높다고 인
정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
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
연성이 높다고 인
정되는 경우

경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
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
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
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
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
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
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
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
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
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
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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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
조에서 응급환자란 심신
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자(이하 "응급환자"라
한다)를 말한다.
동법시행규칙 [별표1] 응
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
상(제2조제1호관련)에서
정신질환관련 응급증상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증상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
ㆍ알코올 또는 기
타 물질의 과다복
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전
ㆍ신부전ㆍ당뇨병
등)
자. 정신과적 응급증
상: 자신 또는 다
른 사람을 해할 우
려가 있는 정신장
애

따라서 위기 개념은 응급개념보다 넓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즉, 당시 자타해
위험성이 없더라도 일상적인 위기에서 응급적 상황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응급상황의 전초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정하 외(2021)는 ‘위기’를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 큰 변화에 직면하여 일어나는 중요한 갈등이나 문제이며 지
금까지의 대응기전으로는 해결되지 못하고 위협으로 인지될 때 나타나는 불균
형 상태’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는 위기는 개인의 불안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효과적인 기능을 저하시키며, 문제해결 능력이 감소되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비록 자타해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정신장
애 당사자의 공포의 두려움, 심각한 불면증, 혼란 등의 위기상황 속에서 자기결
정능력이 약화되고 불안정한 상태가 정점에 달했을 때를 위기상황으로 설명하
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위기지원은 이러한 응급으로 가기까지
의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위기가 심화되어 자타
해 위험이 나타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응급적 위기로 간주함으로써 강압적
입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적정한 입원이 유지되는 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겪는 사람의 위기를 해소시키고, 지역사회 내 위기발생
을 감소시킬 수 상황과 환경까지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위기
의 양상은 다양하고, 그 정도도 다르다. 또한 위기는 급성기, 자해 및 자살시도,
회상, 공격성, 소진 등으로 나타나기 하지만, 당사자의 처해진 환경 및 상황이
위기일 수 있다. 이러한 위기를 토대로 위기지원체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협의의 위기’ 즉 자타해 위험 중심의 응급상황에서 ‘광의의 위기’로
시각을 전환하고, 그에 따른 위기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미국
SAMHSA(2009)를 예로 들면, 정신건강상의 위기를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
힐 위험 소지가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스스로를 돌보거나 효과
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까지를 포괄하여 정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로 인해 미국 위기 개입의 주요 목적은 자타해위험에서 벗어
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위기 이전 당사자의 기능적, 환경적 상태를 복구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이용표·강상경·배
진영,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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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장애인의 위기 개념
1) 위기의 개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정신건강 상의 위기는 발달적 위기, 상황적(우발적)
위기, 사회문화적 위기,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 등이 있다(이용표 ‧ 강상경 ‧
배진영, 2021). 먼저 발달적 위기란 인간의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결혼, 사망, 노년기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서 관찰된다. 상황적(우발적) 위기란 이혼, 질병, 실업, 재난, 전염병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기되는 위기를 뜻한다. 사회문화적 위기란 인
종 차별, 계급에 의한 차별과 같이 개인의 수준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수준에
서 발생하는 위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는 정신질환
진단을 가진 사람이 더욱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정신과적 위기를 말하는데, 이
러한 위기는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거나 매번 다른 유형의 욕구와 다른 성격의
개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Ball et al., 2005; Brennaman, 2012). 이러한
위기는 다른 위기를 촉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
어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사람이 상황적 위기에 봉착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다
른 상황으로 위기가 전개될 수 있다.
심리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위기 현상을 특징짓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며, 위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
Thomas(1909)는 위기를 최초로 정의하였으며(Hobbs, 1984 재인용), 그의
사회심리학적 정의에 따르면 위기는 새로운 환경이나 조직에 위치해 있을 때
느끼는 위협, 도전, 주변의 주의 집중에 대한 부담, 새로운 행동을 할 것을 요구
받는 상황을 말한다.
Lindemann(1944)은 삶의 사건, 특히 상실에 관련된 위기를 연구하였다. 그
는 1942년 약 500명이 사망한 화재 사건 이후의 슬픔 반응에 대한 연구를 실
시하였고 이를 통해 극심한 슬픔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임
을 관찰해냈다. 또한 특정 인물의 상실 이후 이를 인정하고 애도하며 상실에
의해 제기되는 심리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조기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정신병리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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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은 상실을 위기의 원형으로 이해하며, 상실에 대한 상담은 위기개
입의 고전적 모델이 된다(Parkes, 1975 – Hobbs, 1984 재인용).

<표 Ⅱ-3> 위기의 다양한 정의
구분

위기의 정의
- 위기를 사회심리학적으로 정의함
Thomas
- “새로운 환경/조직에 기원을 두는 위협, 도전, 주의에 대한 부담,
(1909)
새로운 행동에 대한 요청”
Lindemann
- 극심한 슬픔에 대한 연구를 실행
(1944)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
- 재해, 이주 및 은퇴 위기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전에는 건강했
Tyhurst
던 사람들의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설명
(1958)
- “스트레스 경험 이후 반동반응이 지연되어 정신장애 야기”
Caplan
- 위기에 대한 전통적 정의를 제공
(1964)
- “항상성 혼란으로 기본적 수준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
Ball et al.
- 위기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2005)
- “압도당하여 통제감을 상실한 상태”
이용표·정유석
- 정신적 위기 발생과 자조적 지원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배진영(2021)
- “정신장애인의 삶에서 증상과 결부된 생활상의 고통에 압도당함”
출처: Thomas(1909), Lindemann(1944), Tyhurst(1958), Caplan(1964), Ball et al.(2005), 이
용표 등(2021).

Tyhurst(1958)는 재해, 이주, 은퇴로 인한 위기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
전에는 건강했던 사람들의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였다(Hobbs,
1984 재인용). 먼저 그는 트라우마 상황에 뒤따르는 과도기적 상태를 ‘충격 단
계’로 명명하며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공포, 동요, 슬픔, 무기력이 나
타난다고 하였다. 다음은 ‘반동 단계’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 지나간 후에는
특이하고 퇴행적인 반응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외상후 인지단계’에서는 발
생한 일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그에 필요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그에 따르면
트라우마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극복 방법을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스트레스를
과하게 유발한 사건이 지나간 이후에 반동 단계의 출현이 지연되면 정신과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고 하였다(Tyhurst, 1958 - Hobbs, 1984 재인용).
Caplan(1964)이 제시한 위기 모델은 가장 전통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람은 심리적 항상성(homeostasis) 또는 평형상태
(equilibrium)를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촉발 사건’에 직면하여 기존의 극복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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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항상성은 깨질 수 있다. 항상성의 혼란으로 인해
정서적인 불안감이 점차 증가하면 개인은 기본적인 기능이 상실되는 ‘위기’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당사자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행동
(help-seeking behavior)’을 취하게 된다. 이 때 당사자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극복 능력으로 실패했을 경우에는 낮은 기능 수준에서 새로운
평형상태로 자리잡게 될 수 있는 반면, 적절한 도움이나 내적 자원을 통해 위기
가 해결되면 더 높은 기능으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위기는 위험을
수반한 기회로 인식된다. 이러한 Caplan의 위기 개념은 이후의 위기 관련 연구
에서 꾸준히 사용되어 왔다(Everly, 1999; Tobitt, 2008).
한편, Ball 등(2005)은 Caplan의 전통적인 위기 개념을 비판하면서, 정신질
환을 가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위기에 보다 적합한 개념 도출의 필요성을 제
시하였다. 그는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여 중증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위기에 대한 이론을 형성하였다. Ball(2005)이 제시한
중증만성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위기 경험에 대한 이론적 모델은 다음 그림
과 같다.

[그림 Ⅱ-1] Ball(2005)이 제시한 위기의 이론적 모델

이 이론은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위기의 근본적으로 원인을 내재된
취약성에서 찾는다. 즉 개인의 내재된 취약성이 심리적 평형상태를 붕괴시키는
불안, 분노, 공격성 등에 압도 당하면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가 위기라
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구체적으로 위기를 발생시키는
촉발요인을 간과하고 있으며, 위기의 원인을 유전적이거나 생물학적 취약성으
로 환원시키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약물관리 이외의 위기대응 방법은 제공하
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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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이용표 등(2021)이 제시한 위기 발생과 자조적 지원과정의 이론적 모델

국내에서는 이용표·정유석·배진영(2021)이 정신장애인의 정신적 위기발생
과 자조적 지원과정을 근거이론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기 개념
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를 지적하며, 정신적 위기의 발생 과정, 양상과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위기를 일상에서
증상과 결부된 생활상의 고통에 압도당하는 현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생활상
의 고통에 압도 당하는 현상의 발생에 대하여 개인의 내재된 취약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실세계의 압박감에서 출현함을 밝히고 있
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위기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조망하고 그것의 예방과
조기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Callahan(1994)은 정신과적인 위기(crisis)와 응급(emergency)의 개념이
자주 혼용되며 잘못 교차되어 사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용어들을 보다
신중하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였다. 그는 위기의 개념으로는
Caplan(1964)이 제시한 전통적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모든 정신건강 전문가
들에게 익숙하여 유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위기란 ‘4 ~ 6주
정도 지속되고 개인의 항상성(평형상태) 혹은 기능의 안정적인 상태가 혼란스
러워 지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반면에 응급은 정신건강, 정신과적, 혹은
심리적인 응급 상황을 말하며 상대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극심한 상황을 말한다. Callahan은 정신과적 응급에 잠재적
자살, 잠재적 폭력,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급성 정신증으로 인한 긴박한 상황
만이 해당된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현장에서도 위기와 응급이 자주 혼용되어 사용되
곤 하는데, 위기는 응급을 포괄하는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엄밀하게는 두 개념
을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 SAMHSA(200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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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상의 위기를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힐 위험 소지가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스스로를 돌보거나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까지
를 포괄하여 정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로 인해 미국
위기 개입의 주요 목적은 자타해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위기
이전 당사자의 기능적, 환경적 상태를 복구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이용표·강상경·배진영, 2021).
Tobitt(2008)은 비일관적이고 혼용되는 위기 개념에 문제를 제기하며, 다양
한 위기 이론과 개념들5)을 검토하여 실용 정의(working definition)를 도출하
였다. 그에 의하면 위기란, (1) 주관적인 심리적 경험이자 반응으로, 일시적으
로 발생하는 삽화, (2) 압도적인 부정적 감정, 그리고/또는 일상적인 삶의 손상
으로 정리된다. 즉, 정신과적 위기란 단순히 생의학적인 관점에 의한 것이 아니
라 인간의 삶 전체와 얽혀 있는 문제인 것이다(Winness, Borg, & Kim, 2010).

2) 위기의 양상
Caplan(1964)은 전통적인 위기 개념과 함께 이를 4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위기 양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표 Ⅱ-4> Caplan의 위기 4단계
단계

내용

1. 초기 위협/
촉발 사건

- 자기개념(self-concept)을 위협하는 문제나 갈등에 직면하면 불안감
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됨
- 불안(두려움)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어기제를 사용함
- 강한 극복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문제가 금방 해결되어 위협
요소가 제거되어 위기가 발생하지 않음

2. 단계적 확대

-

해당 문제가 지속되고 방어기제 또한 실패하는 경우 2단계로 진행
불안이 심각한 수준까지 증가되고 문제해결능력이 저하
무질서, 사고의 어려움, 수면의 어려움, 기능적 어려움을 경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나,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하면 무기력감에 빠지게 됨

5)
Heath(2005),
Callahan(1998),
Brimblecombe(2001),
Caplan(1964),
Slaikeu(1990), Ball et al. (2005) 등 다양한 문헌들에 등장한 위기 이론 및 개념을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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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bs(1984),

단계

내용

3. 위기

-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
- 모든 시도가 실패하면 불안감이 극심한 수준으로 심화
- 자동적으로 구제행동(비행 또는 투쟁)을 하게 됨
- 일부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해당 문제를 재정의하거나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해결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으며, 이 때 새로운 방법이 성공하면 위기가 해결되
어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기능으로 복귀할 수 있음

4. 인격의 혼란

- 2단계 혹은 3단계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대처기술
또한 효과가 없게 되면, 불안감이 개인을 압도하고 공황상태나 절
망상태로 이어질 수 있음
- 심각한 와해, 혼란, 우울증, 정신병적 사고 또는 자타해위험이 존재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적절한 외부 지원을 필요로 함

출처: Caplan(1964), Symptoms of Preventive Psychiatry.

Ball 등(2005)은 위기를 ‘압도당하고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
는데, 이 때 두려움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흔한 일이며, 수면 장애
가 위기의 시작을 알리거나 위기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그는 위기 에피소드의 유형을 그 에피소드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정신
질환적 증상과 정서로 구분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다.
○ 불안, 분노, 공격: 정신과적 증상이 심해지는 것은 불안에서 분노로, 그리고 공격성으
로 이어지게 만들기도 함. 극심한 정신증(환청이나 망상 등)은 개인에게 공격적인 행
동을 지시하거나 자극하기도 하고, 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도 함.6) 이러
한 과정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에 의해 더욱 촉발되고 급속도로 진행되기도 함.
○ 기분의 저하: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낌. 집 안에서만 지내거나 침대에서 나가지 않으
며, 광장공포, 피해망상, 불안이 동반되기도 함. 이 유형에서 자살사고가 가장 많이
생김. 다른 유형의 위기에 비해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는 경우
가 많음.
○ 불안감: 불안감 및/혹은 피해망상의 증가. 이러한 느낌이 압도적으로 커지면 광장공포
나 공황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음.
6) 해당 연구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목소리(환청)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그럼 저는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어요. 그 목소리들이 나의 힘을 지배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때때로 저는 엄마한테 화난 목소리로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
한테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뭘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었거든요?”(Ball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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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행복감: 과하게 흥분되거나 과도하게 행복하고 활동이 과잉됨. 현실감각을 잃
어버림.

Benas & Hart(2017)는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
들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
○
○
○
○
○
○
○
○
○

기분 변화: 갑작스러운 빠른 기분 변화
사회적 위축: 친구, 가족, 타인에 관한 관심을 끊고 스스로 고립
지남력 상실: 사고력, 기억력, 말하기, 집중력 등의 저하
자극에 대한 과도한 반응: 빛, 시야, 소리, 군중, 접촉, 냄새 등에 대한 민감한 반응
무관심: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의 상실
단절: 비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으며, 스스로가 주변 환경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낌
비논리적 사고: 사건의 영향과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개인의 힘에 대한 일반적이
지 않거나 과장된 믿음
긴장: 타인에 대한 두려움, 의심, 강한 불안감
특이행동: 평소와는 다른 행동
식욕 변화: 너무 많이 먹거나 적게 먹는 행동
수면 장애: 불면증이거나 과도한 수면

더 나아가 위기 상황에 있는 당사자가 자타해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즉 응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양상이 발견될 수 있다고 말한다
(Benas & Hart, 2017).
○ 자살시도 행위
○ 극심한 지남력 장애
○ 현저한 정신증적 증상: 현실감각의 완전한 상실, 가족 또는 친구 등을 알아보지 못함,
타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함
○ 살해 또는 위협적 행동
○ 즉각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해 행위
○ 약물 또는 알코올에 의한 심각한 손상
○ 스스로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예측불가능하고 불규칙적인 비정상적 행동

Hobbs(1984)는 위기의 양상을 위기 개입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1) 위기는 개입의 시점에 따라 그 결과가 영향을 받는다. 촉발 사건이 발생한지 4 – 6주
이내에 위기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현실적인 문제해결에서부터 만성 기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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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야기하는 비적응적인 해결까지 크게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초기 위기에 대한 부
적합한 해결 방식은 이후 또 다른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위기의 초기 단
계에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이 건강하게 해결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다.
(2) 간접적일 수 있지만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의존욕구가 표현될 수 있다. 가족, 친구,
전문기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한 행동들을 통해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3) 개인의 위기는 가족이나 사회적 집단에서의 위기에 대한 징후일 수 있으며, 속해 있는
집단이 직면한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때에 발생한다. 그 중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위기 개입은 해당
집단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위기는 그 자체로 병적인 상태가 아니며, 건설적으로 해결될 경우에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된
다.
(5) 위기는 이전 위기의 부적합한 마무리에서 파생된 오래된 갈등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
한다. 위기는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적인 갈등이 재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감정 상태를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경우 과거의 부적응적인 해결방식의 패턴이 현재의 위기
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새롭게 발생한 위기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끊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오래된 문제가
반복되어 보다 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

이용표 등(2021)은 정신장애인의 정신적 위기발생과 자조적 지원과정에 대
한 패러다임 모형을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에는 위기가
발생하는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그리고 위기 그 자체의 중심현상으로서의
양상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해당 연구에서의 인과적 조건은 위기의 발생이라
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이를 발전시키는 일련의 배경적인 사건을 의
미한다. 맥락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을 가진 당사자에게 위기 발생을 촉발시키
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중심현상에서는 위기 자체가 가지는 양상이 드러난
다.
○ 인과적 조건: 유년기부터 심리적·신체적 약함이 드러남, 불안정하고 긴장감을 주는 가
정환경에서 성장, 학교에서의 집단괴롭힘 경험과 미숙한 인간관계
○ 맥락적 조건: 주변 환경에 대한 민감성과 초조함, 극도의 고립감과 은둔, 약물의 과다
사용 및 중단, 지루하고 한가한 일상
○ 중심 현상 – 정신장애인의 삶에서 고생에 압도당함: 증상에 사로잡힘,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적 행동, 절박한 입원의 반복, 사회적으로 배제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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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대응 원칙 및 방법
(1) WHO: 응급상황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지침
응급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WHO가 승인한 기관 간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지침은 기본 서비스에서 임상치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에
서의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다(WHO, 2019). 이 원칙은 ‘응급(emergency)’상
황에 대한 지원 지침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심리적 응급 처치, 정신건강의료서
비스, 심리적 개입과 같은 위기안정을 위한 개입 이외에도 지역사회 자원을 활
용한 개입과 권익보호 측면의 개입을 포괄하여 전반적인 위기 지원에도 함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① 지역사회 자조 및 사회적 지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또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자조 및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 때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사회
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참여 또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심리적 응급 처치(Psychological first aid)
최근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차적인 정서적 및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보건 전문가, 교사,
또는 훈련된 자원 봉사자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적인 정신건강의료서비스
우선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태(우울, 정신증적 장애, 뇌전증,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등)에 대해한 기초적인 정신건강의료서비스는 훈련 및 슈퍼비전을 받
는 보건 전문가에 의해 모든 보건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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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리적 개입
문제해결 개입, 집단치료, 인지행동치료의 원칙에 기반한 개입 등,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개입은 보건 및 사회복지 부
문의 전문가 또는 훈련 및 슈퍼비전을 받은 지역사회 워커에 의해 제공되어
야 한다.

⑤ 중증의 정신질환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권리 보호와 증진
중증 정신질환자 또는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신과적 시설/병원 및 주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
속적인 방문, 모니터링, 지원 등이 요구된다.

⑥ 지역사회 연계 및 의뢰 체계
정신건강 전문가, 일반 의료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및 서비스
(학교, 사회복지서비스, 의식주, 쉼터 등) 간에 연계 및 의뢰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SAMHSA: 정신건강위기에 대응하는 필수가치
미국 연방정부의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약물정신건강청 SAMHSA에서는
정신건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가치를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SAMHSA, 2009; 박인환·한미경, 2018).

① 위해의 방지
정신건강위기는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위기에 개입하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
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신체적 안전을 확립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안전도 함께 획득하여야 한다. 위
기를 경험하는 당사자에게 (종종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갑작스럽고
급박한 대응을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 위기에서의 적절
한 대응은 개입에 수반되는 위험과 이익을 고려하고, 가능할 때마다 ‘주의깊
은 기다림(watchful waiting)’을 가져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는 등 대안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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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을 취하는 것이다. 신체적 안전의 확보가 긴급하고 중대한 자타해 위험 상
황이라면 개입의 지속시간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
반되어야 한다.

② 사람-중심적(person-centered) 개입
적절한 위기지원을 위해서는 특정한 세팅에서 이루어지는 진단적 라벨의 부
여, 주 호소의 파악, 전통적인 실천방식 등과 같은 틀에 박힌 개입을 자제하
여야 한다. 오히려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 당사자의 개인적 선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책임 공유
위기 상황의 특징 중 하나는 사건이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 같은
갑작스러운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제력의 상실’은 정신과적
응급지원을 받게 되는 가장 주요한 이유이다. 당사자와 책임을 공유하지 않
고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개입들은 그들의 무력감을 더욱 강화한
다. 책임의 공유는 당사자의 참여도를 더욱 높이고 효과를 촉진할 수 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위
기해결에 대한 개인의 역할을 가능한 만큼 고려하고 존중하여 장기적인 이
익이 될 수 있다.

④ 트라우마(외상)에 대한 치료
위기 자체는 본질적으로 트라우마적이며, 특정 위기개입 방식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추가적인 트라우마를 초래할 수 있다. 신체적인 안전이 확립되고
난 후에는 위기대응과정에서 겪었을 수도 있는 피해를 검사하고 그에 조치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특정한 개입방식에 있어서 당사자가 트라우마
를 겪지는 않았는지 그 이력과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에도 이중 책임을
가진다. 위기개입자들은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적절
히 파악 및 통합해야 하고 이 정보를 사용하는 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사전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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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감을 확보
당사자는 정신건강 위기를 스스로에게 치명적인 사건으로써 경험할 수 있으
며, 따라서 안전감을 즉각적으로 느낄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불안행동
(agitated behavior)을 보인다면, 이는 자기방어를 위한 당사자의 시도가 투
영된 것일 수 있다. 안전감을 경험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
지와(당사자에 의해 사전에 형성된 개인안전계획이나 위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어떤 개입이 취약한 감정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하는지(예를 들
어, 독방 격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려면
종사자는 이러한 욕구들을 창의적으로 다루기 위해 개인의 욕구와 자기결정
의 자유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⑥ 강점 중심
위기해결에 대한 책임 공유는, 비록 위기에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은 보통 본인의 위기를 촉발시킨 요인과 그로 인
한 결과를 개선하는 데에 어떤 요인들이 도움되는지 이해하고 있다. 적절한
위기대응을 위해 당사자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자원을 식별하고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온전한 인간
위기에 있는 중증정신질환 당사자는 전인적인 사람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
진다.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 분야별 구분으로 인해 서비스
들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응급상황은 다른 건강 요인들과 정신과
적 문제의 상호작용이 반영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자가 경험하
는 위기가 의료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동안, 당사자의 상태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평범해 보이고 보다 실질적인 문제들이 함께 발생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사자 자녀의 소재, 반려동물의 복지, 집이 잠겨있는지의 여부,
직장 결근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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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람에 대한 신뢰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된 당사자의 주장이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이성
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신건강 위기 속에 있는 경우, 당
사자의 진술은 망상적인 사고의 징후로 추정될 수 있다. 그로 인해, 의학적
질병, 통증, 학대 등과 같은 문제들로 인한 타당한 문제제기와 주장까지도 무
시될 위험을 내포한다. 오히려 당사자의 주장이 비현실적이고 망상과 관련된
언어로 표현되더라도, ‘대화하기’는 위기해결의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의 강점과 욕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써 당사자를 인정해야 한다.

⑨ 회복, 회복탄력성, 자연스러운 지원
병원의 응급실과 같은 장소에서는 급성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당사자를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속에서 일시적으로만 관찰하게 된다. 응급상
황은 일시적인 재발일 수 있으며, 당사자의 보다 포괄적인 삶의 과정을 정의
할 수 없다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위기대응은 회복과 회복
을 향한 개인의 더욱 큰 여정에 기여하고 그에 필요한 가치를 통합하는 것이
다.

⑩ 예방
중증정신질환 당사자들은 종종 잦은 위기를 경험하고, 위기와 위기 사이의
일시적인 휴식기만을 갖게 된다. 적절한 위기 대응은 현재의 삽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진단하고 검토하여, 위기가 재발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미래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개선 조
치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위기개입에서는 미처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해
결하는 수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SAMHSA에서는 위의 필수적인 가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에 필요한 15가지의 원칙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SAMHSA, 2009; 박인환·한미경,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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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시기적절해야 한다
② 서비스는 최소 억압적인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동료지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위기상황에 있는 개인 및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
야 한다
⑤ 개입의 실천은 정신질환을 가진 당사자의 강점을 중심으로 한다
⑥ 위기개입서비스는 질환을 겪고 있는 개개인의 전반적인 서비스 계획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⑦ 위기개입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받고 역량이 증명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⑧ 본인이 스스로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경우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⑨ 위기상황에 개입하는 사람은 위기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⑩ 서비스를 제공할 시 개인의 문화, 인종, 나이, 성적취향, 건강지식 및 대화
욕구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⑪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이 다시 삶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⑫ 개개인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⑬ 서비스는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치료에 기반하여야 한다
⑭ 반복적인 위기는 평가 또는 케어에 대한 문제 신호이다
⑮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위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입방법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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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 위기개념
1) 위기상황과 위기 양상
본 연구에서 위기개념은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된다. 즉, 위기상황은 위기원
인, 위기양상, 개입 그리고 위기종결 및 사후관리까지의 과정을 포함한다. 위기
원인은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이나 갈등, 소외감, 고립(감), 주변환경에 대한 민
감성 증대 그리고 정신약물의 과다사용 및 중단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상실
등의 사건, 돌봄의 부재, 빈곤, 열악한 주거환경 그리고 사회적 지지체계 빈약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은 증상과 결부된 고통에의 압도, 상
황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 약화라는 양상으로 진행한다. 환경적 요인은 개인요
인의 위기양상을 고조 또는 감소시키는 조절적 역할도 할 수 있다. 즉 위기의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개인요인의 원인에 의한 위기양상으로의 전이를
더 촉진하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증상과 결부된 고통에의 압도’는 단절 및 무관심, 주변 상황으로부터의 도
피, 현실감각 상실, 증가된 불안 및 초조, 갑작스러운 기분의 변화 그리고 수면
장애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며, ‘상황에 대한 개인 통제력 약화’는 타인에 대한
폭력, 공격적 행동 그리고 자해 및 자살시도 등으로 외현된다.
이러한 위기의 양상에서 응급적 위기는 상황에 대한 개인 통제력의 약화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양상은 언제든지 교차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절한 개입은 위기를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지만 반대
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개인의 통제력 상실을 가져올 수 있고
위기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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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위기상황 도식표

2) 협의의 위기 및 광의의 위기
앞서 이론적 맥락을 통해 살펴본 응급과 위기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응급은 생의학적인 관점으로 설명되며, 그 개념은 정신과적 응급에 잠재적 자
살, 잠재적 폭력,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급성 정신증으로 인한 긴박한 상황
(Callahan, 1994)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반면에 위기는 통합돌봄관점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힐 위험 소지가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스스로를 돌보거나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의미한다. 따라서 응급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떠한 관점으로 위기를 개념화 하느냐에 따라
그 서비스 내용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광의의 위기는 정신건강관련 전문적 개입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사회적
위험은 실업, 빈곤, 출산 및 양육 등으로 이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
회서비스 등 일반적 사회복지 지원체계에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즉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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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편적 욕구는 정신장애인들의 것과 유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나
복지급여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의의 위기는 이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정신의료/정신재활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개입이 보편적 욕구를 해
결하는 과정에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광의의 위기는 보편적 사회적 위험에 대
한 지원에 비해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정신관련 상담 등 스페셜한
지원이 요구되는 차이를 보인다.

[그림 Ⅱ-4] 보편적 사회적 위험과 광의 및 협의 위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협의의 위기를 응급 즉 자타해위험의 지
원 수준만을 의미하고, 광의의 위기는 지역사회 내 상황에서의 위기까지를 포
괄하며, 전문적인 위기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개념화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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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협의의 위기와 광의의 위기
위기

협의의 위기

광의의 위기

구분

응급

위기

관점

생의학적인 관점

통합돌봄관점

개념

지원
서비스

관련 팀

․ 정신과적 응급에 잠재적 자살,
잠재적 폭력,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급성 정신증으로 인한
긴박한 상황( Callahan, 1994)

․ 자타해 위험에 대한 지원

․ 위기지원팀

․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힐 위험
소지가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스스로를 돌보거나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
까지 의미
․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응급은 정
신과적 응급이 될 수 있으며, 위
기환경 속에서도 응급(사회적 입
원 등)은 발생
․ 자타해 위험에 대한 전문적 지원
․ 지역사회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 지역사회 위기 원인에 대한 전문
적 지원
: 낮활동 지원, 자립지원서비스 등
․ 위기대응팀
․ 위기지원서비스 연계팀
․ 위기지원서비스 제공 팀 등
: 권익옹호, 자립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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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체계 현황

1. WHO 위기지원체계 동향
2006년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비준 이래 WHO는 각국의 정
신건강서비스의 인권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2년
WHO는 각 국가들이 CRPD에서 제시된 인권기준에 적합한 정신건강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 평가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평가척도
는 WHO QualityRights Tool Kit(WHO, 2012)라는 이름으로 공표되었으며,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및 정신건강서비스 품질을 인권기준을 중심으로 사
정하도록 개발되었다. 툴킷은 정신의료기관 입원병동,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
시설 등 주거와 치료·요양·재활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의 평가에도 물
론 정신과 외래서비스, 지역사회재활 및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
다(강상경 등, 2020).
WHO는 툴킷 활용지침에서 QualityRights Tool Kit이 지향하는 목적은 평가
를 통하여 정신의료기관 입원병동 및 요양시설의 장기입원문제나 인권 침해를
지적하지만, 궁극적으로 장기 입원 및 입소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중심 서비
스를 구축하고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강상경
등 2020). 이 툴킷은 CRPD를 토대로 인권 평가영역을 적절한 생활환경, 건강
권, 평등·자유·안전, 학대로부터 자유 그리고 사회통합 등 5개의 테마(Theme)
로 분류한다. 그리고 테마는 다시 25개 표준( Standard)와 116개 기준
(Criteria)으로 구분되어 총 146개 평가항목을 구성한다. CRPD와

WHO

QualityRights Tool Kit의 관계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표 Ⅲ-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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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CRPD와 WHO QualityRights Tool Kit의 관계
주요
내용

CRPD
근거
조항

WHO
툴킷

적절한
생활환경

건강권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제25조]
건강

[테마1]
적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권리

[태마2]
가능한
최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누릴
권리

평등·자유
·안전
[제12조]
법 앞의
평등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테마3]
법률적
행위를 할
권리,
개인적인
자유와
안정을 누릴
권리

학대로부터 자유

사회통합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
[제16]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테마4]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
및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테마5]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살
권리

출처: 강상경 등(2020).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28쪽

또한 WHO는 2021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을 포함한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
도록 각 국가들이 정신건강시스템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지
원하기 위하여 ‘WHO Guidance o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
Promoting person-centred and rights-based approaches(WHO 정신건강서
비스 안내서: 인간중심적이고 인권기반 접근)’를 실무패키지 형태로 발간하였
다. 이 안내서의 실무패키지는 인간중심, 회복지향 그리고 권리기반의 서비스
를 증진시키는 지역사회기반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
건강문제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포용되어 의미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주거, 교육, 취업 그리고 사회적 옹호 등의 서비스
와 연계되는 모범 정신건강서비스의 세계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2012년
WHO QualityRights Tool Kit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의 질을
인권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면, 2021년의 정신건강서비스 실무패키지는 정
신건강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바람직한 방향과 서비스의 구체적인 지향점을 제
시하고 있다.

제3장 국내외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체계 현황 37

WHO는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위기지원체계의 방향에 관하여
2021년 WHO 정신건강서비스 안내서의 실무패키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1) WHO 정신건강서비스 실무패키지의 구성과 핵심 내용7)
WHO 안내서는 정신건강서비스의 구체적인 설명을 담은 7개의 기술적 패키
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영역은 다음과 같다(WHO, 2021).
1.
2.
3.
4.
5.
6.
7.

정신건강위기서비스
병원기반 정신건강서비스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동료지원정신건강서비스
지역사회아웃리치정신건강서비스
지원주거
포괄적 정신건강서비스네트워크

WHO는 정신건강서비스 실무패키지에서 정신건강위기서비스를 가장 앞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사람의 위기상황이 인권침해의 위험
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된다.
WHO는 정신건강서비스 실무패키지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적 메시지는 다
음과 같다(WHO, 2021).
• 정신건강문제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질적 수준이 낮은 돌봄과 인권
침해에 직면하고 있어 정신건강시스템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커다란 변화가 요구된다.
• 세계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모범사례에서는 인간중심적이고, 회복지향적이면서 인권기
준에 부합하는 지역사회기반의 정신건강서비스가 존재한다.
• 이러한 모범사례의 많은 경우에서는 지역사회기반 서비스가 주류정신건강서비스에 비
하여 더 낮은 비용이 소요된다.
• 정신건강문제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교육, 취업, 주거 그리고 사회적
지원 등에의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영역에서의 커다란 변화가 요구된다.
7) WHO(2021). WHO Guidance o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 Promoting person-centred
and rights-based approaches. World Health Organization 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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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PD에서 요구하는 변화를 성취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지역사회기반의 정신건강서비
스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이 안내서의 권고안과 구체적인 행동계획의 단계는 이들 목표를 성취하려는 각국에 명
확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2) 정신건강 위기서비스의 목적 및 방향
위기서비스의 목적은 급성적 상황의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다(WHO, 2021). 그러나 위기서비스는 바로 격리와 신체적·화
학적 억압과 같은 강제 입원 및 강압적 치료를 포함하는 인권 침해의 위험이
높아지는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실무적 행위는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 위기서비스의 실무패키지는 강압이나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효과적인
돌봄과 지지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법적 역량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서비스
들의 묶음이다. 이 서비스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어떤 서비스는 집에
서 다학제팀의 지원을 받으면서 위기를 극복한다. 다른 서비스들은 쉼터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는다. 이들 서비스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상생활로부터 단
기적 휴식을 제공하도록 고안된 일시적 피난처를 제공한다.
실무패키지의 모든 서비스는 돌봄과 지원을 전인적이고 인간중심적으로 접
근한다. 이 서비스들은 무엇이 위기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이
없고 어떤 사람이 경험하는 위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위기로 보이지 않을 수 있
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각 서비스는 각각 개인의 고유하고 주관적인 경험으
로서 위기에 접근하고 한 개인이 그것을 극복하는 데에는 각기 다른 수준의 지
원을 필요로 한다.
실무패키지는 인권과 회복접근을 토대로 하며 특별히 서비스에서의 힘의 균
형에 주목한다. 많은 부분은 의미있는 동료지원과 위기를 극복하기에 안전한
공간과 편안한 환경의 제공에 초점을 둔다. 실무 전체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
는 사람과 소통과 대화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당사자가 자신의 돌봄과 지원의
욕구에 대한 전문가임에 대한 이해를 기초해야한다는 것이다. 실무패키지에서
제시된 위기대응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결코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많은 서비스들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의 동의하에 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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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추가적으로 위기대응서비스는 지역사회의 가용 자원과 잘 연결된다. 서
비스들은 외부 시스템을 개인과 연결할 수 있고 그것들을 찾도록 도움으로써
위기시기를 지나가도록 지원한다.
WHO가 제시하는 위기서비스의 모범 사례는 위기대응이 반드시 완력이나
강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신 소통 및 대화, 고지된 동의,
동료지원, 지원에서의 융통성 그리고 개인의 법적 역량에 대한 존중이 개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질높은 돌봄과 지원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위기서
비스의 모범사례를 관통하는 다섯 가지의 인권 및 회복의 범주는 ⑴ 법적 역량
의 존중(Respect for egal capacity), ⑵ 비강압적 실천(Non-coercive
practice), ⑶ 참여(Participation), ⑷ 지역사회포용(Community inclusion) 그
리고 ⑸ 회복 접근(Recovery Approach)이다(WHO, 2021).

3) 정신건강 위기서비스의 모범사례
⑴ 아피야 하우스(Afiya House)
아피야 하우스는 미국 서부 매사추세츠 노스엠톤에 위치하고 있다. 동료지원
가들의 커뮤니티를 기반로 하는 야생화동맹(Wildflower Alliance)에 의해 운
영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정신과진단, 트라우마, 노숙, 약물 등의 문제로 인
하여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피야하우스는 야생화동맹의 동
료지원프로그램으로 2012년 시작되었다.
아피야하우스는 위기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매사추세츠 유일의 당사자운
영 쉼터이다. 운영목표는 위기를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쉼터는 18세 이상으로 심각한 정서적, 정신적 위기에 봉착해있으며 동료지원환
경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아피야에 머물
려고 하는 사람은 아피야하우스의 가치와 기대를 준수해야 한다. 최대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7박이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정도 기간 머물고 있다. 아피야에 머
무는 조건으로 의료적 상태의 명료함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신
변관리나 의료적 지원이 요구되는 사람은 돌봄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아피야의 물리적 구조는 3개의 침실, 2개의 화장실, 주방, 거실 그리고 TV와
가구가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명의 유급 동료지원가가 항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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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다. 여기에 고용되는 사람들에게는 의도적 동료지원(Intentional peer
support), 자살의 대안(Alternative Suicide), 히어링 보이스 진행자훈련
(Hearing Voice Facilitator Training) 그리고 반강압훈련(anti-oppression
training) 등 4가지 훈련코스의 이수를 요구한다. 근무자들에게는 거주자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환영된다. 예를 들어 명상,
요가, 걷기, 사이클, 정원가꾸기 등이 있다.
아피야에 머무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면, 자유롭게 건물을 드나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이 학업, 직장 등을 유지하
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며, 개인은 위기 이후 전환계획의 일환으로 야간
에 집에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전 고지없이 24시간 이상 그 장소를 떠난다면
거주자격을 상실한다.
그 이외의 쉼터 있는 기간 동안의 활동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Ÿ
Ÿ
Ÿ
Ÿ
Ÿ

건강관리계획이나 사전 지시서(advance directive) 작성
정신약물 부작용 감소안내 혹은 약물중단안내, 좋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등 온라인 자원 탐색,
쉼터 이후의 활동계획 수립이나 재평가
히어링 보이스네트워크, 자살의 대안 등 새로운 아이디어, 지역자원 학습
걷기, 정원가꾸기, 다른 외부활동

팀멤버들은 정신약물 관리나 의료적 처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 왜냐하
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힘의 불균형과 강제에 뿌리를 둔 상호작용이기 때문이
다. 개인의 방에는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상자가 제공되며, 그곳에 자신의 약
물이나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할 때 당사자들은 방문객을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아피야는 지역사회 전환을 용이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개
자(bridger)를 주 15시간 고용하고 있다. 그들은 거주자들이 성공적으로 하우
스를 떠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결한다. 지원의 수준은 당사자의 희망과 욕
구에 달려있다.

⑵ 링크하우스(Link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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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하우스는 영국의 서부에 위치한다. 이 지역에서는 2014년 18개 공공 및
민간조직이 돌봄의 전달을 일원화하는 정신보건혁신을 이룩하였다. 이 18개
조직 중 하나가 Missing Link이며, 1982년부터 노숙을 하거나 정신건강문제로
현재의 집에서 살 수 없는 여성들을 지원하였다.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이
조직은 846명의 여성들에게 서비스나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링크
하우스는 미싱링크의 하나로서 150명이 이용하는 위기거주센터이다. 좀 더 구
체적으로 링크하우스는 정신건강위기로 인하여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시간이
필요한 18세 이상의 여성을 위한 위기거주센터이다.
링크하우스는 2010년부터 위기시에 정신과 입원의 대안을 찾도록 돕는 것
을 목표로 하였다. 서비스는 여성들이 정신적 위기에 대처하고 사회네트워크
및 미래계획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링크하우스는 비의료적인
것과 대화, 활동 등을 강조한다.
입원의 대안으로 하우스는 동시에 10명이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대
4주 거주할 수 있다. 서비스대상은 정신약물 및 치료의 강제를 조건으로 정신
과 입원 대신 지역사회 거주를 허가하는 지역사회 치료 및 돌봄명령을 받은 여
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이다. 법적 판결에 의해 정신병원에 있는 여성도 조기
퇴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링크하우스로 올 수 있다. 그러나 링크하우스 거주는
자발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지적 장애나 지체장애를 가진 여성도 개인
적 신변관리가 가능하다면 링크하우스에 올 수 있다.
링크하우스는 비의료적 환경을 강조하기 때문에 집은 큰 거실, 자신의 음식
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식당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탁장, 주방 그리고 정원이
있다. 하우스의 규칙은 안전과 건강을 위해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며, 흡연과 음
주는 금지된다. 직원들은 24시간 7일 배치된다. 하우스에 머무는 동안 개별적
으로 담당 직원이 정해지며, 명상과 같은 집단프로그램도 지원된다. 의료담당
직원은 없으며, 몇몇 직원은 지역사회로부터 선발된 당사자이다. 여기에 일하
는 데에 공식적 자격은 필요치 않다. 직원들은 안전관리, 평등과 다양성, 자살
인식, 자해최소화 그리고 정신건강응급구조 등의 훈련을 받는다.
개인은 링크하우스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 정신건강서비스로부터 의뢰가 필
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의뢰는 돌봄코디네이터, 회복안내자, 위기팀, 지원담당
직원. NHS, 시청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직원들은 자기관리, 금전관리, 요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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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관리, 관계. 취업, 부모역할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주당 2-3회의 회복프로그램과 일상활동이 지원된다. 거주자들은 방문객
을 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방문객과 집을 나갈 수 있다.

⑶ 오픈 다이얼로그(Open Dialogue)
오픈 다이얼로그는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사람 및 그 가족과 함께 정신치료
적으로 그리고 대화적으로 작업하는 특별한 기술이다. 이 프로그램은 핀란드
라플란드에 발전하였으며, 현재 스칸디나비아,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영
국, 미국, 일본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애초
오픈 다이얼로그는 케로푸다스 외래클리닉에서 정신건강상의 위기에 있는 사
람등을 위한 정신치료 기반의 개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팀은 수
간호사, 수간호사 보조, 14명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작
업치료사와 비서로 구성되었다. 동료지원가는 컨설턴트로서 참여하지만 대개
개입의 종반에 들어온다.
직원들은 병원에 사무실을 가지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지역사회에서 수행된
다. 직원은 주 7일 24시간 배치된다. 그들은 서부 라플란드 지역에서 단일한
접촉 창구를 제공한다. 사람들은 전화, 이메일 그리고 직접방문으로 서비스에
접근한다. 2019년에 대략 매월 100회의 최초 오픈 다이얼로그가 개인, 가족
그리고 네트워크 사람들과 개최되었다. 이러한 모임에 설정된 횟수의 제한은
없다. 다만 다른 서비스가 더 적합하다고 간주되면 그곳으로 의뢰될 수 있다.
위기클리닉과 한번 접촉이 이루어지면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은 사례팀을 조직
하여 필요한 시간동안 위기에 있는 개인, 그 가족 그리고 네트워크와 함께 일한
다. 정신건강서비스에서 일하는 사람은 위기팀 직원, 입원병원 직원 등을 포함
하여 누구나 사례팀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시청 사회복지팀도 참여할 수 있
다. 만약 개인이 입원병동으로 가는 경우에도 이 팀은 그 기간 동안 유지된다.
서비스는 위기 동안 24시간 이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각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다. 미팅은 당사자의 선호에 따라 가정이나 팀 사무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
다. 기본적 목표는 입원을 피하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직원들은 집단정
신치료, 예술치료, 인지행동치료, 트라우마 치료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신치
료 훈련을 받았으며, 넓은 범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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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에 따라 팀의 관여를 통하여 개별 실천가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영, 골프, 다른 신체활동 등 구조화된 주간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미팅은 규칙으로 열리는데, 초기에는 대개 매일 열린다. 고정된 시간제한은
없으며 대개 45분에서 2시간에 걸친다. 개인들이 동의한다면 가족과 사회네트
워크에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서비스는 융통성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와 선호에 따라 기동성을 가지고 병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며 연
속성을 유지한다. 서비스는 가능한 한 정신약물의 이용을 최소화하며, 지원팀
참여자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서비스는 전적으로 투명성을 추구하고 모든 토론
과 결정에서 당사자, 가족, 돌봄집단이 참여하도록 한다. 팀은 대화주의
(dialogism)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기본적인 초점이 개인, 가족 그
리고 사회네트워크 참여자의 언어로 대화를 증진하고 참여자들 간의 새로운 이
해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직원들은 불확실성을 관용하도록 훈련된다.
오픈 다이얼로그는 “비입원과 비약물 형태의 개입”을 추구한다. 오픈 다이얼
로그는 “현장과 맥락에 기초한 지식과 실천”을 육성하고자 하며, 정신적 건강
에 대한 맥락적, 관계적 이해를 용이하도록 하는 네트워크접근을 이용한다. 오
픈 다이얼로그는 ⑴ 즉각적 지원 ⑵ 사회네트워크 관점 ⑶ 융통성과 기동성 ⑷
책임감 ⑸ 심리적 연속성 ⑹ 불확성에 대한 관용 ⑺ 대화주의 등 실천의 7가지
구조적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2개의 치료적 원칙을 제시한다.

⑷ 투푸아케(Tupu Ake)
투푸아케는 뉴질랜드 남부 오클랜트 도시지역의 파파토에토에(마누카우카
운티 건강위원회 관할)에 위치하였으며, 당사자주도 응급 대안입원서비스이
다. 마누카우카운티 건강위원회가 관할하는 인구는 512,000명이며 다른 지역
보다 마우리와 태평양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사회적 박탈이
높은 수준이다. 응급입원과 지역클리닉지원서비스를 포함한 정신건강서비스는
마누카우카운티 건강위원회와 지역의 NGO에 의해 제공된다. 이 서비스에는
장기거주주택, 취업지원, 지역사회지원, 독립생활지원 그리고 단기 휴식 및 돌
봄서비스를 포함한다. 투푸아케는 2008년 민간 NGO Pathway에 의하여 거주
기반 회복서비스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현재는 마누카우카운티 건강위
원회, Pathway 그리고 다른 당사자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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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푸아케는 5일까지의 낮프로그램과 최대 10명에게 1주간 주거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개 돌아갈 집이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주거를 찾도록 지원받는다. 서비스의 목표는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기 위기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입원의
대안을 제공하는 뉴질랜드 최초의 정신건강관리서비스이다.
서비스 이용율은 약 80%이며, 지역건강위원회의 지역위기팀을 통하여만 서
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상태나 자살 가능성이 높아 개
방된 셋팅에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경우 위기팀에
의해 의뢰되지 않는다. 스스로 투푸아케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점점 많
은 사람들이 사전지시서를 통하여 위기시 병원보다 투푸아케를 선택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비전은 ‘동료 역량(peer competencies)’이며, 우애(mutuality),
경험적 지식, 자기결정, 참여, 형평, 회복과 희망 등이 비전을 실현하는 핵심적
가치이다. 직원은 24시간 배치되며, 대부분 동료지원전문가들이다. 그들은 그
들의 역량을 실행한다는 동료 가치의 통합을 통하여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한
다. 서비스조직은 한명의 팀코치, 3명의 중견동료지원전문가 그리고 간호사로
구성된다. 팀코치는 의도적 동료지원(IPS) 훈련을 포함한 동료지원전문가 훈
련을 받은 당사자이다. IPS는 우해, 탐색 그리고 권력의 자각 등의 관계형성에
초점을 둔 훈련이다.
투푸아케에 머무는 사람들은 직원과의 위계적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 손님
으로 대우받는다. 남의 집에 방문문한 손님은 마오리의 개념으로 환대, 존경,
지지원, 친절, 관대 그리고 돌봄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 서비스는 마누카우카운
티 건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임상적 위기서비스를 돌봄과 통합한다. 여기에 머
무는 동안 전반적인 임상적 책임은 건강위원회의 위기팀에 있으며, 손님은 임
상팀과 정규모임을 통해 돌봄계획을 의논한다. 임상적 사정과 개입을 위한 방
과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투푸아케의 빌라는 당사자와 함께 디자인한 정원에 둘러싸여 있으며, 인테리
어는 이전 손님들의 작품이다. 투푸아케는 회복에 도움을 주는 자연에의 몰두
를 증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걷기, 새보기, 원예 등의 활동을 한다. 감각조정
에 기초한 자기진정기술, 감각 방 그리고 감각계획의 개발이 손님의 급성 디스
트레스로부터의 견딤이나 회복을 위해 이용된다. 이 개입은 이러한 기술을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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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받은 당사자에 의해 제공된다.
서비스에는 건강관리교육, 심리사회적 개입, 문화적, 신체적 건강활동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문화적 노래, 기도, 디스트레스 관리, 예술치료, 정원
가꾸기, 건강한 식사, 명상 등이 있다. 투푸아케는 가족친화적 공간이며, 손님
의 희망에 따라 가족의 참여가 장려된다. 방문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
이 있다.
투푸아케는 자기결정을 장려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큰 시스템 안에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긴장은 위기팀이 강압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회복
계획을 전횡할 때 가장 잘 외현화된다. 이런 경우 협상의 기술이 요구되며, 직
원들은 옹호자의 역할을 하여 당사자가 그들의 희망을 주장하고 자기결정을 실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정신건강 위기서비스의 평가항목
WHO가 위기서비스의 모범 사례는 제시하면서, 모범적 위기서비스의 기준
이 되는 인권 및 회복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운영자, 수혜자,
서비스제공방법 및 내용, 운영시간, 의뢰체계 등에 대한 자기평가와 함께 법적
역량의 존중, 비강압적 실천, 참여, 지역사회포용 그리고 회복 접근 등 서비스
의 인권 및 회복지향성을 스스로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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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위기서비스 구축 및 전환을 위한 평가항목

- 당신은 새로운 위기서비스를 구축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전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 누가 위기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까? 동료, 정부, NGO 혹은 전문가와 당사자연
합이나 다른 단체입니까?
- 위기서비스는 독립서비스입니까? 혹은 병원, 지역정신건강센터 혹은 다른 자원의 일
부 서비스입니까?
- 누가 서비스의 수혜자입니까?: 서비스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 위기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됩니까?:
Ÿ 다학제팀을 통하여 가정방문으로 제공됩니까?
Ÿ 지역사회에서 단기적으로 일시적 쉼터에서 제공됩니까?
- 어떤 서비스와 개입을 제공할 예정입니까?:
Ÿ 지원욕구의 사정 및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진단
Ÿ 트라우마요법(trauma informed therapy)
Ÿ 심리치료, 예를 들어 인지행동치료
Ÿ 문제해결과 행동활성화/행동계획
Ÿ 개별 및 집단지지 카운슬링/요법
Ÿ 향정신성약물과 다른 약물(안전한 약물중단의 지원뿐만 아니라 처방을 포함)
Ÿ 대화/가족, 친구, 지지자들과의 모임(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Ÿ 가족이나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사람에 대한 일시적 지원
Ÿ 위기 핫라인전화
Ÿ 동료지원
Ÿ 기타
- 당신의 서비스는 당사자의 다른 신체적 건강상태를 어떻게 사정하고,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의뢰합니까?
- 당신의 서비스는 사람들의 위기에 대응하여 어떻게 주 7일 24시간 서비스를 담보합
니까?
- 지역사회의 상향 및 하향 의뢰체계에서 이 위기서비스와 다른 서비스, 지원 그리고
자원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어떤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까?(예를 들어 정신과의사, 일반의, 심리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동료지원가, 작업치료사, 아웃리치워커, 비전문워커, 행정직원 등) 그리고 인
권기준에 적합한 질적 수준이 높고 증거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기술과 훈련이 제공됩니까?
- 법적 역량, 비강압실천, 참여, 지역사회포용 그리고 회복지향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전략과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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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역량
- 이 서비스는 의사결정이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 이 서비스는 치료 및 처치(treatment)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용자의 고
지된 동의에 어떻게 접근합니까?
- 서비스는 다음의 사항을 어떻게 담보합니까?:
Ÿ 당사자가 치료 및 처치와 돌봄의 다른 옵션을 어떻게 동의하고 선택할 수 있
습니까?
Ÿ 당사자는 약물의 효능과 잠재적 부정적 효능에 관한 비판적인 정보를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 체계적으로 당사자의 미래계획을 지원하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 당사자가 필요한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어떤 종류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이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무료 법률상담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을 가지
고 있습니까?
■ 비강압적 실천
- 이 서비스는 명백하거나 주관적인 강압적 실천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방적이
고 비강압적인 문화를 담보합니까?
- 이 서비스는 긴장되고 갈등적인 상황을 완화하고 비강압적 대응을 위해 어떻게 직원
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담보합니까?
- 이 서비스는 디스트레스의 사인이나 민감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개별적 계
획을 작성하는 데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요청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 이 서비스는 지지적인 환경을 어떻게 구축합니까?
- 이 서비스는 편안한 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 참여
- 당사자 동료는 어떻게 직원, 자원봉사자 혹은 컨설턴트로서 서비스팀에 통합됩니까?
- 당사자 동료는 어떻게 서비스의 의사결정에서 높은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 이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자로부터의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서비스에 반영합
니까?
- 서비스 이용자는 어떻게 지역사회의 동료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습니까?
■ 지역사회포용
- 이 서비스는 예를 들어 임시취업, 지원고용 그리고 독립취업 등을 통하여 어떻게 일
과 수입 창출을 지원합니까?
- 이 서비스는 어떻게 주거서비스에의 접근을 지원합니까?
- 이 서비스는 어떻게 지원교육,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에의 접근 그리고 평생교육 등
을 지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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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비스는 어떻게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수혜를 받도록 지원합니까?
- 이 서비스는 어떻게 사회관계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의 접근을 지원합니까?
■ 회복
- 이 서비스는 어떻게 당사자들을 전체 생애와 경험의 맥락에서 고려하고, 돌봄과 지
원이 단지 치료 및 처치, 진단과 증상 감소에만 초점을 두지 않도록 담보합니까?
- 어떻게 ⑴ 연결 ⑵ 희망과 낙관주의 ⑶ 정체성 ⑷ 의미와 목적 ⑸ 자기역량 강화
등 회복의 5개 측면이 서비스의 구성요소로서 통합됩니까?
- 어떻게 당사자들이 도전적인 상황, 디스트레스 관리, 자기관리 전략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그들의 희망, 목표, 전략을 숙고하고 문서화하는 것과 같은 회복계획을 발전
시키는 것을 지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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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1) 위기 개념 및 법령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아직까지 정신장애인의 ‘위기’에 대한 개념이 구체
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으며 위기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정책적인 개념 틀
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현재 우리나라 정신건강체계에서는 정신장애
인의 위기 상황을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비자의입원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
타해위험’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원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위미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기준 관련 법적 근거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는 것도 현재 한국의 ‘위기’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 세 주체별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는 법적 근거를 각각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적용되는 법률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정신건강
복지법 제43조제2항제2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
험 기준을 판단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에서 인식하고 있는 자타해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서 볼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는 자살기도자 및 타해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제4조(보
호조치 등)에 따라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
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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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소방에서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
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볼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의 응급환자에 대한 정의는 심신에 중대
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응급환자"라 한다)를 말하며, 이를 발견하였
을 때는 가능한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
해야 한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ㆍ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이러한 각 주체들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정의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서 2018년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안내2.0’에서 ‘정신과적
응급’의 정의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즉, ‘정신과적 응급’이란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
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정신과적 응급은 특정 병리학적 병명이 아니라, 정신질환이 악화되
거나 급성으로 발현하여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총칭하고 있다(국립정신건
강센터,2018).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을 분류할 때에는 위기분류척도(CTRS, Crisis
Triage Rating Scale)를 이용하여 정신질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게 된다. 위기분
류척도(CTRS, Crisis Triage Rating Scale)는 1984년 영국에서 Herbert
bengelsdort, Lawrence E, Vevy, Frank A, Barile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정신
질환자의 상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우리나라는 2005년 서울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위기관리를 위해 처음 도입하여, 현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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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신건강복지센터(기초·광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경찰관 및 119구급대원 역시 CTRS를 사용해 개입을 분류하고 대응할 수 있
으며,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점수별 구분은 A(3~9) 극도의 위기, B(10) 고위험, C(11) 중간위기,
F(12~13) 낮은 위기, E(14~15) 위기상항 아님, G로 나눠지며, 각 점수에 따
른 정신건강복지센터,경찰, 소방의 대응 및 조치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Ⅲ-1] 위기분류척도에 따른 각 주체별 대응방안
출처 : 국립정신건강센터(2018),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안내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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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지원체계
(1) 주체별(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서)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서 위기중재개입은 자·타해의 위험성과 증상 악화를
감소시키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서 개입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정신건강 상담전화 서비
스 제공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각자의 욕구에 따
라 언제든지 접촉 가능하다. 두 번째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상담 제공을 통
해 응급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도움 요청할 수 있
다. 셋째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가 도움을 구할 수 없고 폭력적이
거나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 일반 의사나 경찰이 도움을
요청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팀이 직접 환자의 집이나 지역을 찾아가 서비스 제
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입원정보 제공을 통해 자·타해 위험기준이 높은 환
자가 자신의 집을 떠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료시설(병·의원)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입원과 관련된 정보 제공하여 개입하게 된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8), 경찰관직무집
행법 제4조에서는 정신착란자에 대한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
다. 또한 119구급대원은 응급환자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9)가 있는 경우
에는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한다고 되어있다. 경찰 및 소방의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및 응급이송 업무는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급박한 자·타
해 위험을 제거하고 환자 및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 대상은 ‘정신착란자’이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는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자’이고, 정신건강복
지법 상의 응급입원 등 조치 대상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다.
위 목적은 두 가지로, 첫째는 정신질환자의 자살·자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본
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신질환에 의한 타해 위험으로부터
가족·친지 및 지역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각주체별 단계별 응급위기 개입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8) 경찰법(제3조 국가경찰의 임무),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직무의 범위)
9)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소방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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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주체별 단계별 응급위기 개입체계
출처 : 국립정신건강센터(2018),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안내2.0,:16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 및 소방에서
협업하여 대응하게 되는데 이 경우, 경찰은 임박한 직접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
만 개입하고, 이 때 판단기준은 위험성 및 긴급성으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
족시킨 자만 개입대상에 해당한다. 소방에서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을 보이는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에 대한 업무가 해당된다. 이와 달리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향후 위험이 예측될 수 있는 경우에도 개입한다. 다만, 현재 직접적
위험은 보이지 않지만 ‘향후 위험이 예측되는 경우’는 경찰의 업무영역은 아니
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의 ‘임박한 직접적 위험의 판단기준(위험성 및 긴급성)’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응급입원의 위험성 및 긴급성 판단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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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응급입원 위험성 및 긴급성 판단기준
점수

판단 기준

위험성

【 자해 위험성 판단 】
• 고층건물, 난간·다리 및 저수지 등 위험한 장소에서 뛰어내릴 듯한 언동과
자세를 취하는 경우(위험성이 없는 일반적인 장소에서 죽는다고 혼잣말을 하는
수준의 추상적 표현으로는 부족)
• 수면제 등 위험한 약물을 과다 복용하였거나, 손목이나 목 등 위험부위의 자
해 흔적이 뚜렷이 확인되는 경우
• 차도, 기찻길 등에 뛰어들거나, 화기류·번개탄·약물 등 위험물건을 가까이
하는 등 위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망상, 환각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
•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하며, 재산이나 주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등 자살의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저체온증·아사 등 생명·신체의 위험이 예견
되는 경우
【 타해 위험성 판단 】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칼, 깨진 유리병 등)을 들고 있거나, 고층 건물에서 물
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험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 타인에게 치명적 위협을 가한 전력이 있는 경우(일반적 위협은 2회 이상)
※ 치명적 위협 : 흉기로 두부, 복부 등을 찌르려고 하는 등 생명·신체에 심각
한 위험 발생
※ 일반적 위협 : 폭행 등으로 인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신체에 위험 발생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인 폭행과 욕설 등 공격적인 성향이 지속된 경
우
• 타인에 대한 위협적인 집착이 심각한 경우
• 위 열거한 경우 외에도 뚜렷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고위험자를 피해자와 일정 기간 이상 격리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위해(危害)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 고위험자를 인수할 보호자가 없거나(보호자의 인수 거부 포함), 있더라도 단시
간 내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
• 야간·공휴일 등의 이유로 인해 다른 방법에 의한 입원이 어려운 경우

긴급성

응급의료법에 따른 소방에서의 정신과적 응급증상 개입기준은 ‘119구급대
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행동 이상’이란 정신 질환,
약물 남용 혹은 기타 질환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
다. 행동 이상 환자는 환자 본인 혹은 주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구급 대원은 현장 도착 시에 일차적으로 현장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
을 확보한 후에 행동 이상의 원인에 대한 평가와 필요한 응급 처치를 수행하고,

제3장 국내외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체계 현황 55

동반된 손상 혹은 중독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행동 이상은 정신 질환 외에 다
른 내외과적 질환에 의한 증상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자살 환자의 경우에
는 기본적인접근 및 처치는 행동 이상 환자와 동일하나, 동반된 손상이나 중독
에 대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며, 사고현장에 대한 경찰 통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 및 개입기준들에 따라 응급입원 절차가 진행된다. 즉, 경찰이 정
신건강복지법의 자·타해 정의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위험성·급박성 정의에 따
라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응급입원 등 치료를 받도록 대응하고,
소방은 경찰의 협조요청이 있을 시 협력적으로 대응한다. 이송과 입원의 일반
적인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단, 대상군을 ① 정신질환자 중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 ②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자, ③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사용장애로 분
류하고 있는데, 응급 현장 출동 시 대상군별로 확인해야하는 세부내용은 조금
씩 상이할 수 있다.

[그림 Ⅲ-3] 응급입원절차 단계별 요령
출처 : 국립정신건강센터(2018),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안내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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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화성시와 서울시의 위기지원체계
(1) 화성시
화성시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정신질환자 대상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는 필수사업(주거 등), 연계 사업(퇴원지원 등), 자체 사업(치료
비 지원 등) 등 총 17개 선도사업을 운영하면서 정신질환자 발굴, 자립체험주
택 운영, 동료 상담가 양성, 중 증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같
은 통합돌봄의 모델 안에 정신건강위기대응사업도 한축을 차지하고 있다.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사례지원사
업, 주거지원사업, 정신건강위기대응사업 등이다. 그중 정신건강위기대응사업
을 중심으로 위기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선정 이전부터
화성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24시간 정신
건강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화성시의 전체 보건복지기관이 동부
권역으로 집중되다보니 서남부권역의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 부족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에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자살 및 위기대상자 발생 때 현
장대응을 위한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화성시정신
건강복지센터 내 ‘정신건강위기대응팀’ 신설하고 관내 정신의료기관, 경찰, 소
방, 맞춤형 복지팀, 관내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되어왔다.
정신건강 위기상황(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높은 상황)에 놓인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기대응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유관기관 상
담 의뢰 과정의 일원화 구축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정도 평가 및 분류하며, 즉
각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의뢰된 대상자의 자해 및 타해 위험이 높다고 평가
될 경우, 위기대응을 통해 정신질환의 재발 및 자살시도를 방지한다. 또한 화성
시 내 경찰, 소방, 행정복지센터, 병원, 복지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위기
개입을 진행하며, 긴급사례회의 진행을 통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야간 핫라인 운영을 통해 09시부터 22시까지는 즉각 출동 및 현장
평가 등의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센터 내 사업팀별 등록된 대상자 중 위기 발생 시 사례관리 지원 또는 정신
건강위기대응팀의 독립적인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이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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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안정적인 사례관리 진행 유도한다. 또한 18시부터 22시까지 2인 1조로 야
간근무를 실시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 핫라인으로 접수되는 위기사례 개입하
고 있다. 야간 집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야간 근무자는 전화 및 방문
하여 대상자 욕구에 맞는 개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대상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 관내 행정기관, 정신의료기관, 지역사
회 유관기관과의 연계간담회를 실시하여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 활성화하고
있다.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해 긴급사례회의 진행, 통합적인 지원방안을 모
색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Ⅲ-4] 화성시 정신건강위기대응 핫라인 흐름도
출처 :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0). 2019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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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서울시의 위기사례 대응은 기존의 동주민센터-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경찰/소방 체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정신과
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체계 즉,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의 3자 중
심의 체계에 지역사회 기반 즉, 동주민센터, 보건소의 대응이 합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찾동의 ‘찾아가는 복지’가 정착되
면서 정신질환, 고독사 등 이전보다 많은 위기사례가 발굴되었고 이를 대응하
기 위해 표준화된 지침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지침은 2016년 처음으로 위기사례 대응 매뉴얼로 제작되었으며, 지속적
으로 보완하면서 가장 최근 ‘2020년 위기사례 대응매뉴얼’을 통해 현장에서 대
응하는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통합사례관리사, 정신전담요원에게 도움이 되
고 있다.
서울시는 지침에서 정신질환, 자살, 알코올 사용장애, 가정폭력, 노인학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고독사 등 위기사례를 크게 나누어 ‘정의 및 이해’, ‘업
무프로세스’ 등으로 다루고 있는데, 본 연구의 주제인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정
신질환 종류를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로 구분하여
보다 넓게 포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사회의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정신병적장애(조현병, 급성 정
신장애, 조현정동장애), 기분장애(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기타(기
질성 정신장애, 인격장애, 행동장애)와 같은 명백한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문
제 상황뿐만 아니라, 기질성 정신장애, 성격장애, 행동 및 충동장애등으로 본인
이나 보호자, 주변인의 도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모든 정신과적 문제 상황’
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응 절차는 크게 사례발굴 및 1차선별, 2차사정 및 문제개입분류, 의뢰 및
서비스제공, 사후관리로 진행된다. 방문간호사 및 복지플래너가 방문하여 사례
접수 후 1차 평가를 실시하며, 정신전담요원은 2차 문제사정을 통해 대상자 본
인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어떤 개입이 필요할 것인지 분류하여 대응하고 있
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경찰
과 소방의 협조를 통해 의뢰 및 서비스제공이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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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대상자의 변화를 확인하고 서비스 지속 또는 종결을 결정하기도 한다.

[그림 Ⅲ-5] 서울시 정신건강위기대응 업무프로세스
출처: 서울시, “2020 위기사례대응 매뉴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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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업무 절차별로 사용되는 척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발굴 및 1
차선별시 방문간호사 및 복지플래너는 대상자가 정신건강 문제로 사회경제적
상태, 신체 ·건강관리, 직업관리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평가를 함께 진
행하게

된다.

이때

Questionnaire-9),

주로

활용되는

MINI-Plus(MINI

척도는

PHQ-9(Patient

International

Health

Neuropsychiatric

Interview Plus, 자살경향성 척도), GDS(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한국판 노인우울척도 단축형)이다. MINI-Plus 점수
6점 이상, PHQ-9, GDS 점수 5점 이상일 경우는 2차 문제사정으로 진행되고,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가 종결된다.
둘째, 2차사정 및 문제개입분류는 정신전담요원이 진행하며, 의뢰사유, 문제
상황, 정신과치료력, 자타해위험성, 자실시도력, 대상자 협조능력, 지지체계 등
을 대상자와 보호자, 의뢰자 및 관련 기관등을 통해 가능한 정확하고 많은 정보
를 수집하게 된다. 이때 위기분류척도(CTRS: Crisis Triage Rating Scale) 활
용하여 개입을 분류하여 대응하게 된다. 분류에 따른 점수 및 대응은 다음 표와
같다. 앞서 살펴본 ‘위기분류척도에 따른 각 주체별 대응방안’과 비교하면 위기
구분에서 좀더 ‘고위험’이 점수대가 좀더 넓어지고, ‘위기아님’도 ‘저위험’으로
보는 등 위험대상의 폭을 좀더 넓혀서 다루고 있다.
<표 Ⅲ-4> 서울시 위기분류척도 cut-off 점수에 따른 개입분류
종류

CTRS점수

위기

A(3~9)

고위험

B(10)C(11)

중위험

D(12~13)

저위험

E(14~15)

주요특성
명백한 정신과적 위기상황
자타해 위험성 매우 높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비동의 대상자
정신과적 증상으로 혼란스러운 대상자
자타해 위험성 높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동의 대상자
정신과적 문제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이 있는 대상자
정신과적 문제가 있으나 일상생활 유지
가능

대응
즉각적
입원조치
정신건강복지
센터 의뢰
정신건강상담
통합사례관리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출처: 서울시, “2020 위기사례대응 매뉴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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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의뢰 및 서비스제공 절차에서는 정신과적 입원(응급입원,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 경찰과 소방의 협조(응급입원의 위험성 및 긴급성 판
단)가 이루어지며, 대상자(미동의 대상자 포함10))에게 복지 및 건강서비스 제
공하면서, 대상자 맞춤관리(응급상황대처, 건강관리․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가족지원, 여가활동지원, 자조모임지원 등)를 진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는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개입을 통한 대상자의 변화, 대
상자의 문제, 욕구를 다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지속과 종결을 판단하
게 된다.
이러한 위기 지원체계와 더불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는
2021년 서울지역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형 정신건강 위
기개입 강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11) 국내 중증정신질환 유병률은 약
1%로 약 50만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
가정신건강현황조사(2019)에 따르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22.2%에 불
과해 중증정신질환자의 대다수가 지역사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
된다. 실제 2020년 서울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대응 현황조사에 따르
면, 총 1259건의 정신응급 출동 요청 중 80.3%가 미등록 대상자인 것으로 나
타났다. 정신질환은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일상
생활 수행이 가능하지만, 몇 년간 발생한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 사고로 인해
사회적 편견과 낙인감이 심화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정신질환자가 서비
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이하 찾동) 정신전담인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돌봄체계
강화를 도모했으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거부적인 대상자의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한계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하나 거부해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 및
정신건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개입 수행을 위해 ‘서
울형 정신건강 위기개입 강화사업’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형 정신건강
위기개입 강화사업’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
동 정신전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전담팀

10) 미동의 대상자 방문 (정신전담요원에게 동행방문 요청)
11) 중앙뉴스타임즈 2021.05.28. http://jnewstimes.com/news/article.html?no=12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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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치하여 동행방문, 개입계획 수립, 현장 수퍼비전 등 업무수행 전반을 지원
하고 하고 있다. 특히 ‘서울형 정신건강 위기개입 강화사업’은 법, 의료, 사회복
지 등 다영역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팀을 통해 정신적 어려움과 더불어 신체
적·법적 문제 등 복합적 문제를 겪는 대상자에게 효과적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나 아직 시범 운영으로서 전면적 도입이
아니라는 한계 역시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림 Ⅲ-6] 서울시 정신건강 위기개입 강화사업 모델
출처: 중앙뉴스타임즈 2021.05.28.

4) 시사점
화성시와 서울시의 정신건강위기 관련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정신건강위기를
화성시의 경우 ‘정신건강 위기상황’를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지역사회의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정신
병적장애(조현병, 급성 정신장애, 조현정동장애), 기분장애(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기타(기질성 정신장애, 인격장애, 행동장애)와 같은 명백한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문제 상황뿐만 아니라, 기질성 정신장애, 성격장애, 행
동 및 충동장애등으로 본인이나 보호자, 주변인의 도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모든 정신과적 문제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화성시가 기존의 ‘정신과적
응급’이라는 다소 협소한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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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문제 상황’이라는 이전보다는 좀 더 확대된 정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런 개념화와는 달리 화성시는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정신건강위기
대응팀’ 신설하고 관내 정신의료기관, 경찰, 소방, 맞춤형 복지팀, 관내 유관기
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되어왔다는 점에서 지원체계 구축에 보다 적
극성을 시사한다.
서울시는 지역사회의 맞춤형복지팀 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위기
사례 발굴단계에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절차가 확보된 반면, 서비
스제공단계에서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최근 ‘서울형 정신건강 위기개입
강화사업’의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미동의지원전담팀을 다영역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위기의 개념화는 화성시가 좀 더 협소한 면이 있으나, 위기대응체계는
서울시가 기존의 ‘정신과적 응급’의 분류 및 대응을 그대로 수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새롭게 시작한 ‘서울형 정신건강 위기개입 강화사업’ 역시 미동의지원
전담팀으로 정신건강위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소 소극적인 대
응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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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1) 정신건강위기 (Psychiatric Crisis)의 정의와 역사적 경험
미국의 정신건강위기 지원 인프라는 모든 시민이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한다(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2014). 미국의 정
신건강위기 지원 인프라는 주로 정신질환 증상과 관련하여 정신장애인이 경험
하는 위기에 초점을 둔다 (SAMHSA, 2014). 첫째, 정신건강 문제로 인하여
타인을 해치거나 위협을 보이면 신속히 위기 서비스를 동원하여 당사자, 가족,
이웃 및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기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자살 생각, 자살 시도, 자살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정신건강위기 지원
인프라가 작동하여 자살위험을 낮추게 된다.
이 글에서 연구자는 먼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정신건강
위기를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기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탐색한다. 뒤이어 미국에서 바라보는 정신건강위기의 개념
에 대해 요약한다. 입장과 환경에 따라서 정신건강위기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
여 필요한 위기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다(Kunitoh, 2013;
Talbott, 1979 (2004)).이런 역사적 맥락의 이해를 도우려고 공공안정을 중시
하는 비 정신장애인들의 입장,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옹호 단체들, 그리고 과학을 통하여 효과성의 검증을 강조하는 근거중심실천
(Evidence-based Practice) 시각을 소개한다.
또한 이 글은 미국의 정신건강위기 지원 인프라를 소개한다 (SAMHSA,
2014). 연방정부의 기관들과 건강보험정책 및 의료안전망 정책들이 당사자들
과 시민들이 만나는 정신건강위기 지원 인프라가 구성되고 작동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Cannon, Burton, Econometrica, Musumeci, & Foundation,
June 2015; Schneider, Strohmeyer, & Ellberge, May 2000; SAMHSA
August 2013). 그러나 50개 주 정부들과 주 정부의 명령을 받는 지역정신건강
국 (Regional Behavioral Health Authority) 및 지방 정부들의 정책 결정들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들이 지역 간에 만들어진다.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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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강을

책임지는

빈곤층

의료보장제

(Medicaid)나

정신보건약물국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에서 권장하는 정신건강위기 발생 시 작동하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프로그램들
을 소개하고자 한다 (SAMHSA, 2014). 이 프로그램들은 크게 3가지 목적들을
가진다. 첫째, 정신건강위기 발굴 및 초기대응을 강화함을 목표한다. 둘째, 정
신건강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고 불필요한 비자의 입원 (involuntary
commitment / involuntary hospitalization) 명령을 방지한다. 셋째, 정신건강
위기가 해결된 이후 신속하게 지역사회 재정착을 지원하고 재입원을 방지한다.
이런 정신건강위기 지원 인프라의 효과적인 운영은 자살 및 정신건강위기로 인
한 폭력사건 방지, 장기입원 최소화 및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인간적이고 성
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위의 논의를 아래에서 제시한다.
셋째, 미국의 50개 주와 기타 자치지역들이 가지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저
자가 거주하는 애리조나주의 정신건강위기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어 정신장애
인 당사자들이 겪는 정신건강위기에 대응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Mercy
Maricopa Integrated Care, 2018, n.d. ). 애리조나주의 정신건강위기 지원 인
프라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타인을 위협하는 정신증적 증상을 경험하는
Susan이 애리조나주의 정신건강위기 지원 인프라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정
신건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non-factual 시나리오를 이 글은 보
여준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정신건강위기 지원 인프라가 대한민국에 제시하는 함의
를 논의한다. 미국의 사례는 세 가지 방향성을 고민을 필요성을 제시한다. 첫
째, 정신건강위기 지원 인프라는 복수의 상황들과 당사자, 가족 및 다른 이해당
사자들의 복잡한 요구들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
해야 한다. 둘째, 이런 복잡다단한 상황들과 요구들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의 개발과 실용화는 정신건강위기 지원 인프라 정책 수립과정의 거버넌스가 탈
권력화, 탈 중앙화되고 지역사회 중심 및 당사자/가족 중심화 시킬 것을 요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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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원화 이후 정신건강위기에 관심 증가
미국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는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해 비인간적인
치료환경으로 악명이 높았던 주립정신병원 (state mental institution)이 더 이
상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라는 확신하고 있었다. 케
네디 대통령의 누나였던 로즈마리 케네디 (Rose Marie Kenney)는 뇌전증과
조울증이 있고 당시 유행하던 prefrontal lobotomy 수술을 받고 일상생활기능
을 상실하고 정신병원에서 수용 생활을 하였다. 당사자 자매와 생활하던 케네
디 대통령을 1963년 지역사회 정신건강 센터 법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Act of 1963)를 법제화하면서 미국의 탈원화가 시작되었다(Talbott,
2004; Turner, 2004).
미국의

탈원화는

1950년대를

통하여

본격화된

정신병

약제

(anti-psychotic medication)의 성공적인 개발로 상당히 추동 되었다. 정형정
신약물 (typical psychotic medication)의 초기 약물이었던 클로로프로마진을
상품화한 소라진 (Thorazine)은 조현병과 조울증 환자들이 겪는 정신병 증세
들을 지역사회에서도 성공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정책결정자
에게 주었다 (Talbott, 2004; Turner, 2004) (Pow, Baumeister, Hawkins,
Cohen, & Garand, 2015). 이런 정신병 약제의 보편화는 2021년 현재 대한민
국의 기초정신건강센터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수행하도록 연방정부에 의해
명령받은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들의 공
격적인 설립과 함께 주요한 탈원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주 정부들
이 대부분의 재원을 부담하고 있던 거대화된 주립정신병원들에 입원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1965년에 미국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사회보장법 개정안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 of 1965)의 19장
(Title 19)인 빈곤층 의료보장제 (Medicaid) 제도를 활용하여 주립정신병원에
서 퇴원한 정신장애인들이 요양원 (nursing homes)에 들어갈 때 연방정부에서
그 비용을 주 정부 대신 부담하였다. 주립정신병원 운영에 사용되는 주 정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당시에 입원해 있던 수많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에 우후죽순으로 생기던 요양원으로 옮기기 시작하고 주 정부 예산지원을 잃은
많은 주립병원이 문을 닫기 시작하였다 (Talbott, 2004; Turner, 2004)
(Kunito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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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화 정책이 시작 이후 1994년까지 약 50만 명에 달하는 정신장애인들이
퇴원하였고 2020년 현재 약 5만여 명의 환자들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
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약 35만 명의 정신장애인들이 교도소와 같은 사법
기관으로 이동하게 된 것으로 상징되듯이, 탈원화 정책에 대한 정당하고 강력
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회복(recovery)하
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Raphael & Stoll, 2013).
정신장애인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재통합하지 못 하게 하는데 크게 3가지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새롭게 개발된 정신병 약제가 환청과 같은 정
신병 증세를 완화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역사회에서 일상 기능을 유지
하고 사회생활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향상하게 시키
지 못하였다. 또한 병식 (illness insight)이 없는 정신장애인들이 지속적인 복
약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정신병원이라는 통제된 공간
에서 복약 관리를 성공적으로 하던 정신장애인들이 퇴원 후 증상관리에 어려움
을 경험하면서 반복된 재입원과 범죄에 연루되게 된다(Munetz, Grande, &
Chambers, 2001).
둘째, 1963년에 약 1,500개에서 2,000개를 설립하겠다고 목표했던 지역사
회정신건강 센터가 그 이후 약 15년 동안 단지 650개만 만들어지는 데 불과했
다. 이는 미국 당시 인구인 약 2억 3천만 명 (1977년)을 비교해볼 때 약 35만
명당 1개 시설에 불과한데 이런 체계에서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제대
로 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Koyanagi, Ausust 2007).
1977년 당시 미국의 1개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가 담당하던 인구수는 2016년
대한민국 인구인 약 4,986만 명 국민에게 276개 정신건강복지센터 (226개소)
및 중독관리통합지원 (50개소)가 평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약 18만 명당
1개소보다 약 2배에 달하는 기관당 서비스 제공 인구수를 보인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의료급여의 기능을 가진 빈곤층 의료
보장제 프로그램은 행위별 수가제와 전통적 의료서비스 만을 급여로 인정하였
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회복을 촉진하는데 부족한 지역사회정신건
강 센터가 만드는 서비스 공백을 해결하는데 역부족이었다. (Koyanagi,
Ausust 2007), SAMHS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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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탈원화를 하던 1960년대에는 정신건강위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정신장애인이 겪는 급성기 정신병적 증상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증
상을 완화시킬지에 대한 지식 축적이 미흡하였다(Yohanna, 2013). 그 결과 대
부분의 환자들이 탈원화 정책이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아닌 지역 사
회 내 집단주거시설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Arizona Health
Care Cost Containment System, 2019; Yohanna, 2013). 이런 지식의 부족은
정신건강위기가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들을 당사자, 가족, 이웃, 그리고 지역사
회에 드러냈다. 정신병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있는 정신장애인들
은 자연스럽게 주립정신병원에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
이다. 아무리 성공적으로 복약 관리를 하고 지역사회정신건강 센터로부터 다양
하고 충분한 정신 재활서비스를 받더라도 급성기 정신병 증세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정신건강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때 당사자, 가족, 이웃들의 생
명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정신건강위기 시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한 당사자들은 폭력 범죄에 연루되었고 사법기관은 제2의 주립정신병
원을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Munetz 외, 2001). 정신장애인들이 연루된
범죄들이 비 정신장애인들이 강력하고 믿던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
여 미디어의 과도한 관심을 종종 받았다. 그 결과 정신장애인 전체를 향한 낙인
과 편견에 이바지하였다(Byrne, 1997).
이런 정신건강위기가 만드는 범죄들 역시 탈원화의 물결을 막지 못하게 되
었다. 탈원화 이후에도 수많은 정신장애인이 자기 결정권 없이 비자의 입원을
경험이 빈번하였다. 이를 1967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Reagan 전 미국 대
통령이 제정한 캘리포니아의 Laterman-Petris-Short Act (LPS 법)에 의해
서 탈원화 이전 주립정신병원의 복귀를 성공적으로 막게 되었다 (Warren,
1977). LPS 법은 50개 주의 하나에 불과한 캘리포니아의 주법 (state law)이
지만 역사적으로 거의 최초로 주정부가 정신장애인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
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비자의입원 과정을 법률화 하였다는 측면에서 미국 내
다른 49개 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LPS 법에서는 비자의입원이 가능한 상황
들을 매우 제한된 정신건강위기로 규제하였다 (Freeman, 1971). 아래 표는
LPS에서 규정하는 비자의 입원이 가능한 기간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은 궁극적으로 정신건강위기를 겪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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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비자의 입원이 장기입원으로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탈원화의 흐름
이 상실될 뻔한 역사를 방지하였다.
<표 Ⅲ-5> Laterman-Petris-Short Act (LPS 법)에서 허용하는 비자의 입원 또는 구류와
인신구속 기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대법원, 2021)
종류

허용 기간

정신건강 문제를 보일 때
정신감정을 위한 구류

72시간

집중 치료 허용 (Certification
for Intensive Treatment)

14일

자살위험이 큰 사람을 위한
추가적 집중 치료

14일

추가적인 집중 치료

30일

명백하게 위협적인 사람
(Imminently Dangerous
Persons)을 위한 추가 허용
(Post Certification)

180일

설명
정신건강 문제로 인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빠지게 만들 때 72시간 동안
구류할 수 있음
정신건강 문제로 인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빠지게 만들 때 14일 동안 집중
치료를 위하여 인신구속을 허용
정신건강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할 위험이
큰 사람의 경우 14일 동안 허용된 집중
치료에 더하여 14일을 추가로 치료받음
정신건강 문제로 인하여 첫 14일
집중치료기간동안 심각하게 장애를 겪는
사람은 30일을 추가하여 치료를 받음
정신건강 문제로 한하여 첫 14일
집중치료기간동안 타인을 해치겠다고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시도하였거나, 신체적
해를 가했을 경우 180일 동안 비자의 입원

1963년부터 연방정부에 의해 본격적인 탈원화 정책을 시작한 미국의 경험
은 탈원화를 시작하는 대한민국에게 중요한 함의를 보여준다. 첫째, 지역사회
에서 복약관리와 사회기능, 일상기능, 직업기능을 향상하는 지역사회 내 서비
스가 탈원화 과정에서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둘째, 탈원화 과정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재원 조달이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매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1963년에 약속된
지역 정신건강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예산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 하
원과 상원에 의해서 삭감되면서 탈원화 과정에 필요한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국회가 매년 통과시키는 일반예산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같이 필수예산 (entitlement budget)으로 운영
되는 빈곤층 의료보장제가 지역사회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기 전까지 지속

70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연구

되었다 (SAMHSA, 2014).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위기를 경험하는 정신장애인
들을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체계는 당사자들과 가족 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비장애인들이 정신장애인들
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편견과 낙인을 더욱 강화한다. 미국이 탈원화 하는 과정
에서 발견한 정신건강위기 지원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은 이제는 강조할 수 없
다.

(2) 정신장애인이 겪는 “위기”를 개념화하기
정신건강위기의 사전적 의미는 광범위할 수 있다. 정신질환 때문에 만들어지
는 증상이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때 정신장애인이
겪는 위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법체계에서 정신건강위기를 협소하게
정의하는데 이의 정의 역시 국가, 사회마다 차이를 보인다. 미국도 주 정부가
어떤 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는
1967년에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Reagan 전 대통령이 제정한 LPS 법의
예시를 제시한다 (Warren, 1977)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2018). 먼저,
정신장애인이 심각하게 장애를 겪을 때 (gravely disabled)에 비자의 입원 대
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하여 의식주를 위한 기본적인 욕
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LPS; 5008(h)(1)). 그리고 개인이 자
신 또는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상황을 만들 경우에도 LPS 법에 따라 비자
의 입원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든다 (LPS; 5260(a)). 이런 위험을 발견할 수 있
는 수단으로 위협, 시도, 또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이라고 정의한다. 애리조나
주의 경우도 캘리포니아 주법인 LPS 법에서 제시한 두 가지 상황을 자기결정
권을 국가가 침해하고 법률에서 정해진 입원 치료를 위하여 인신구속을 할 수
있게 한다(Maricopa County, 2019; Mercy Maricopa Integrated Care, n.d. ).
하지만, 많은 정신장애인은 법률에서 제시하는 비자의 입원을 가능케 하는
상황들보다 “광의”의 정신건강위기를 겪는 상황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Koyanagi, Ausust 2007). 예를 들어, 집주인과 말싸움을 했다가 월세집에서
쫓겨났을 경우에 정신장애인들이 노숙자가 될 위기가 될 때 정신병원이나 그룹
홈과 같은 곳에 치료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입원이나 입소하는 상황들이 정신
장애인들에게 목격된다. 문제는 빈번한 입원 치료는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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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disruption을 일으키고 결국 사
회기능과 직업 및 교육 참여를 훼손한다(Bengelsdorf, Church, Kaye,
Orlowski, & Alden, 1993; Hoult, Reynolds, Charbonneau-Powis, Weekes,
& Briggs, 1983). 예를 들어 정신병원에 정신건강 위기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청소년 중 학교생활에 참여하고 학업을 따라가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
을수록 정동장애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Ogilvie, Head, Parekh,
Heintzman, & Preyde, 2019). 이를 위해 2002년에 미국심리학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 정신건강위기를 겪는 정신장애인들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
해 정신건강위기 대응 서비스 (Psychiatric Crisis Diversion Services)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Allen, Forster, Zealberg, & Currier,
2002). 이 보고서에서는 23시간 관찰을 하는 정신응급센터 (23 Hour
Observation Psychiatric Urgent Care Facility)나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전문
가가 정신건강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정신장애인에게 출동할 수 있는 이동정신
응급서비스 (mobile psychiatric urgent care services)들을 제시하였다
(Allen 외, 2002). 이와 같이 2000년대 초부터 공식화된 위기를 겪는 정신장
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LPS 법으로 상
징되는 “비자의입원 관련 법적체계”에 집중하던 학계의 관심이 어떤 서비스들
을 제공할 때 위기를 겪는 정신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확률이 높아질지를 고민하게 됨을 보여준다. 심각한 정신건강위기 상황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심리적 고통 역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없이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미국의 당사자, 가
족, 및 정신보건전문가들의 시각 변화를 보여준다.

2) 미국의 정신건강위기 지원 인프라
(1) 미국 정신건강위기 지원 인프라 구성 프로그램들
미국의 50개 주 정부와 수만 개의 지방정부 들이 도입한 정신건강위기 지원
인프라 구성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다양하다. 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수
의 목표와 서비스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에 있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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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정신건강위기 지원 인프라 구성 프로그램들을
SAMHSA (2014)와 다른 문헌 연구를 통하여 제시한다.
첫째, 정신건강위기 발굴 및 초기대응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 프
로그램들은 정신건강위기를 겪는 정신장애인이나 비 정신장애인들이 정신건강
위기 서비스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그에 더하여
정신건강위기를 경험하는 정신장애인들이 입원치료와 비자의 입원을 위한 정
신건강법원에 진입하는 것을 최소화 시키는 각종 응급서비스들 역시 이 분류에
포함된다 (SAMHSA, 2014).
둘째, 정신건강위기의 수준이 LPS 법에서 제시한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면
사법입원을 가능케 하는 과정이 시작되어야 한다. 사법입원이 진행되는 과정에
서 정신병원은 집중 치료를 제공하여 최대한 신속한 퇴원을 실현하기 위해 목
표한다 (Maricopa County, 2019; Mercy Maricopa Integrated Care, n.d. ).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위기를 겪고 입원 치료를 받으며 비자의 입원 또는 자
의 입원을 시작하게 한 심각한 증상이 완화된 입원환자들은 바로 지역사회에
재통합할 준비를 한다. 이를 위해서 퇴원계획 (discharge planning)을 병원 내
정신 재활전문가인 사회복지사나 정신 재활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립하게 된
다(Nelson, Maruish, & Axler, 2000). 퇴원계획의 핵심은 정신건강위기를 일
으켰던 요인들과 환경들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 및 사
회서비스를 연계하고 복약관리 및 잔여 증상관리계획을 설정하는 것이다. 상당
히 많은 병원이 집중적 지역사회 치료 프로그램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이하 AC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퇴원환자들이 지역사회
로 돌아간 뒤에서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퇴원한 정신장애인이 세운 퇴원계획
을 잘 수행하고 지역사회 내 연계된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관계형성을 잘하고
복약관리를 성실하게 하는지를 24시간 관찰하게 된다(Drake, 1998).
이 글은 위의 세 가지 분야의 서비스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① 정신건강위기 발굴 및 초기대응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미국의 정신건강위기 지원 인프라는 인신구속을 집행하는 정신 건강법원
(mental health court)와 관련한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집중 치료를 제공하는
공공정신병원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정신건강위기 시 증상이 악화하는 것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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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방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23시간 관찰 정신응급센터와 이런 정
신건강위기를 발굴해내는 정신건강위기 핫라인 (crisis 24/7 hotline call) 및
방문 정신응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정신응급서비스 (mobile psychiatric
crisis response team) 등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표준모델로 제시한다
(SAMHSA, 2014).
미국 연방정부의 SAMHSA에서는 2014년에 이런 정신건강위기 지원 인프
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주 정부 및 지방정부 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출판
하였다 (SAMHSA, 2014). 이 글에서는 SAMHSA (2014)에서 제시하는 서비
스들과 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전략을 요약하고자 한다. 2002년에
미국심리학회에서 정신건강위기를 겪는 정신장애인들이 입원 치료를 위하여
일상생활이 방해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지역사회 서비스들을 제시하
였다 (APA 2002). 2002년 이후 많은 주 정부들과 지방정부 들이 이런 지역사
회 중심 정신 위기 서비스들을 도입하고 시험하고 행정 체계화하였는데 그 경
험이 SAMHSA (2014)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 근거하여 2002년 미
국심리학회의 정신건강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팀에서 출판한 보고서(Allen 외,
2002)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의 이름과 SAMHSA (2014)에서 사용한 이름
들이 다를 경우에 후자에서 사용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표 Ⅲ-6> 정신건강위기 발굴 및 초기대응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SAMHSA, 2014)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위기 서비스
23시간
위기안정/관찰병상
(23-Hour Crisis
Stabilization/Observatio
n Beds)

단기 위기안정
거주시설 (Short-Term
Crisis Residential
Stabilization Services)

대상자

내용

l 정신건강위
기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해 보일
경우

l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막기 위해 지역사회 내부에
23시간 동안 급성기 증상을 완화하는 제공함.
l 정신보건계의 응급실로써 입원 병실보다 배치된
치료인력이 더 많음
l 23시간 이내에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사회복지사가 환자를 지역사회 내 서비스와
연계시켜서 정신건강위기를 일으킨 스트레스 요인을
최소화시킴

l 정신건강위
기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해 보일
경우

l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대체하는 프로그램
l 243간 동안 약물중독 및 정신질환과 관련한 급성기
증상의 완화를 목표함
l 지역사회에 위치하여 거주시설에 머무는 동안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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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위기 서비스

대상자

이동 정신건강 위기
서비스 (Mobile Crisis
Services)

l 정신건강위
기를
경험하는
모든 시민

24시간 정신건강위기
핫라인 (24/7 Crisis
Hotlines)

l 정신건강위
기를
경험하는
모든 시민

따뜻한 핫라인 (Warm
Lines)

l 비 응급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모든 시민

사전치료동의서
(Psychiatric Advanced
Dierective Statements)

l 정신건강위
기를 경험할
위험이 큰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정신건강위기 서비스
(Peer Crisis Services)

l 정신건강위
기를
경험하는
정신장애인

경찰 및 구급대원
위기 대응 훈련 (Crisis
Intervention Training)

l 정신건강위
기를 겪는
시민을
만나는 경찰
및 구급대원

내용
l 정신건강위기가 만드는 상황에 전문가가 출동하여
위기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함
l 기존 경찰이나 구급대원들이 정신건강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개발됨
l 23시간 위기안정/관찰병상이 입원 치료를 위한
문지기 (gate keepe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심각한 정신건강위기를 겪는 환자들을 그곳으로
이송함
l 일정한 행정구역에서 일어나는 정신건강위기를
발굴하고 상황에 적절한 정신건강서비스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함.
l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핫라인은 이동 정신건강 위기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운영됨.
l 사건·사고를 총괄하는 경찰과 응급구조팀이
정신건강위기를 발견하면 24시간 정신건강위기
핫라인을 통하여 이동 정신건강 위기 서비스와 같은
적절한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위기 서비스에
연계됨
l 정신건강위기이지만 응급상황을 경험하지 않을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상담 전화
l 동료지원가들이 상담원으로 상당수 고용되어 있어서
정신장애인들이 고민을 이야기할 기회 제공
l 응급적 정신건강위기를 발굴할 때 24시간
정신건강위기 핫라인으로 신속히 연계
l 급성기 증상으로 인하여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면
어떤 치료를 받을지를 사전에 계획
l 일반적으로 정신건강 전문가가 함께
사전치료동의서를 작성해야지 정신건강위기 시
사용할 수 있음.
l 사전치료동의서가 비자의 입원을 금지할 수 없음
l 한국의 동료지원쉽터가 대표적인 예
l 평안하고 지지적인 공간에서 동료지원가들이
정신건강위기를 만드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l 통상적으로 23시간 관찰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정신건강위기 대응 서비스들과 함께 제공됨.
l 경찰 및 구급대원들이 정신건강위기를 겪는 시민을
만났을 때 목격하는 이상행동이 정신병 증세가
일으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
l 24시간 정신건강위기 핫라인을 소개하고 이동
정신건강 위기 서비스 대원과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

표 Ⅲ-6은 정신건강위기 발굴 및 초기대응강화를 위한 대표적 프로그램들
을 정리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의 대상 집단과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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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개별 프로그램들이 단독으로 운영되기보다는 다
른 초기대응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과 함께 통합적이고 연계된 방식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

23시간

위기안정/관찰병상

(23-Hour

Crisis

Stabilization/Observation Beds)는 24시간 정신건강위기 핫라인 (24/7 Crisis
Hotlines)에서 시작된 정신건강위기를 겪는 환자가 입원 치료 이전에 지역사회
에서 급성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받게 된다(Francis 외,
2000). 이동 정신건강 위기 서비스 (Mobile Crisis Services)가 없으면 23시
간 위기안정/관찰병상이나 24시간 정신건강위기 핫라인이 정신건강위기를 겪
는 정신장애인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다른 치료를 받는데 큰 장애물을 겪을
것이다(Currier, Fisher, & Caine, 2010; Dyches, Biegel, Johnsen, Guo, &
Min, 2002).
둘째,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회들을 만들어 다양한 수준의 정신건강위기를
겪는 정신장애인과 비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한다. 따뜻한 핫라인 (Warm Lines)'는 응급상황이 아니지만 상당
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정신장애인과 비 정신장애인이 감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심각한 정신건강위기로 발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Dalgin, Maline, & Driscoll, 2011). 23시간 위기안정/관찰병상 서비스를 받
더라도 잔여 증상이 남아있을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 있
는 단기 위기안정 거주시설 (Short-Term Crisis Residential Stabilization
Services)에 입소하여 급성기 증상이 만드는 정신건강위기 상황 속에서도 직
장생활과 학교 교육을 단절하지 않을 수 있다(Hawthorne 외, 2005).
셋째, 표 3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빈곤층 의료보
장제 예산의 지원을 받아 주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정신건강보건국 (regional
behavioral health authority: RBHA)의 감독 아래에서 서비스 연계를 촉진하
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많은 지자체들이 정신건강위기를 겪는 환자들이
표3에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요구하
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를 통하여 지역 정신건강보건국은 정신건강위기를 발
굴하고 초기대응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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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리조나주의 위기 발굴 및 지역사회 정착 시스템
(1) 애리조나주의 위기 발굴 및 지역사회 정착 시스템 전반적 구성
애리조나주에서는 위기 발굴 및 지역사회 정착 시스템 전반의 구성과 운영
을 미국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빈곤층 의료보장제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활
용하여 저소득층과 정신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리조나주 자체의
행정기관인 Arizona Health Care Cost Containment System (AHCCCS)에서
책임진다 (Mercy Maricopa Integrated Care, 2018, n.d. ). 정신건강위기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AHCCCS는 남한 영토 크기의 3배나 되는 애리조나주를 북부 (North), 중부
(Central), 남부 (South)로 나누어 이들 세 개 지역의 정신의료 및 정신재활
서비스를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부부터 받은 연방정부 빈곤층 의료보장제 예산을 집행하는 지역정신건
강국 (Regional Behavioral Health Authority: RBHA)를 해당 지역에서 독립
적으로 운영한다. 이들 애리조나주에서는 이들 지역정신건강국을 주 정부에 소
속된 공공행정기관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이들 지역정신건강국의 역할 중 상당
한 부분이 민간건강보험회사에 주로 수행하는 보험료 계리 및 보험금 신청처리
이기 때문에 AHCCCS가 일정한 기간마다 용역평가를 통하여 특정 민간건강보
험회사와 계약을 하고 이들 민간건강보험회사가 개별 용역계약에 따라서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리코파 카운티가 속한 애리조나 중부 지역
정신건강국은

Mercy

Care란

민간건강보험회사와

용역계약을

하였다

(Hildebrand, 2018; Mercy Maricopa Integrated Care, 2018, n.d. ). 현재 이
계약에 기반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정신의료서비스, 재
활서비스, 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지원서비스, 위기개입서비스, 행동건강서
비스 및 낮 병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오현성, 2019).
애리조나주는 이 보고서의 앞에서 소개한 SAMHSA (2014)가 권장하는 정
신건강 위기 발굴 및 지원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들에 정신장애인
과 비 정신장애인들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려고 1989년 이후 주 정
부 차원의 노력을 취했다(Mercy Maricopa Integrated Care, n.d. ). 애리조나
주에서 이런 노력을 하게 된 주요한 제도적 자극은 Arnold V. Sarn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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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ction suit)에서 시작되었다(Arnold V. Sarn, 1985). 위에서 소개했듯
이 미국은 준비되지 않은 탈원화에 의해서 장기입원을 마치고 퇴원한 정신장애
인들과 입원을 할 수 있는 병상을 찾지 못한 체 연방정부에서 당시 지원하던
저소득 지역에 있는 요양원에서 다양한 의료 및 심리·사회적 필요가 거의 해결
되지 않고 있었다(Talbott, 1979 (2004)). 미국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아직
도 치료의 연속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파편화되었고 (fragmented) 양적으로도
부족한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보건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시기였다. 1981년 당시 제대로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던 한 정신장애인이 당시 성견 후견을 위한 법정대리인을 하던 찰스 아놀드
(Charles Arnold)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애리조나주 보건부 (Arizona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를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 Arnold V. Sarn
소송이다(Arnold V. Sarn, 1985). 이 소송에서 원고인 정신장애인들은 탈원화
정책이 법적으로 강제된 데도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거주하는 데는 극심
하게 부족한 것이 애리조나주 보건부의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1981년
에 시작된 소송은 1989년에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014년까지 애리조나주 보건복지부가 정신보건서비스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14년에 원고와 애리조나주 보건복
지부는 합의하게 되었는데 이 소송의 결과는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ACT), 지원 고용서비스 (Supported Employment),
지원 임대아파트 서비스 (Supported Housing), 과 동료 및 가족 서비스 (Peer
and Family Services)를 상당 부분 강화하고 이런 서비스 개선은 다양한 방식
으로 평가되게 되었다(Arizona Health Care Cost Containment System,
2019).
정신건강 위기 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들의 강화는 1988년에 승소 된
Arnold V. Sarn 집단소송의 영향력도 주요했다고 애리조나주의 정신보건서비
스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오랫동안 참여해 온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
과 Michale Shaffer 교수가 이야기하였다. 애리조나주 보건부는 집단소송 결과
가 요구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강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
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맥락이 존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애리조나 주 정부는 미국의 강한 연방주의적 전통에서 허용된 연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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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빈곤층 의료보장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50개 주 정부가 독자적인 정
신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을 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제제도(waiver)는 애리조나 주 정부가 연방법에 기반한 빈곤층 의료보장이
따르는 행위별 진료비제도를 정신 건강서비스 제공에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
다 (Kunitoh, 2013;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2014). 예를 들어 section 1915(b) 예외 (waiver) 조항은 주
정부들이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독자적 건강보험 프로그램 (managed care)을
만들어서 빈곤층 의료보장이 제공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
기 위해서는 공적 부조 수급을 해야 한다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느슨하게 만
들 수 있게 되었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5).
그 결과, 공적 부조를 수급하지 않는 정신장애인 역시 정신건강 위기 시에 필요
한 23시간 관찰병동 서비스를 자기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애리조나주 내
의 서비스를 빈곤층 의료보장에서 제공하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었다 (SAMHSA, 2014). 그에 더하여 애리조나주 보건부에서 운영 또는
규제하는 특수건강보험 프로그램(managed care)은 행위별 진료비 제도뿐만
아니라 인두제나 프로젝트 용역계약 방식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이나 정신 재활
서비스 기관들과 계약할 수 있다. 사회보장법 19장에 있는 section 1915(c) 예
외 (waiver) 조항 및 section 1915(i) 예외 (waiver) 조항 역시 다양한 지역사
회 정신건강 위기 시 필요한 서비스들을 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활용
해서 보험급여 관련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신장애인과 비정신장애
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5).
이런 맥락 아래에서 애리조나주의 중부 지역정신건강국은 SAMHSA
(2014)에서 소개된 정신건강 위기 시 정신장애인 및 비정신장애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아래 그림 3과 표 4에 상세 설명하였다. 그림 3은
마리코파 카운티의 중심에 있는 피닉스시에 있는 23시간 위기안정/관찰병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과

이동

정신건강

위기서비스를

제공하는

Community Bridges, INC.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핫라인 및 따뜻한 핫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Crisis Response Network INC. 그리고 동료지원가 정신건강
위기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위기서비스 인프라에 소속된 다른 조직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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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Star Central 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3은 정신건
강 위기 시 정신장애인과 비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기서비스 공급자
중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고 표 4는 위기서비스 인프라에 참여 중인 대표적인
기관들과 그들의 핵심 기능 및 정보를 요약하고 있다. 그림 3과 표 4에 나와
있는 조직 이외에도 애리조나주의 중부 지역정신건강국을 위탁운영 중인
Mercy Care는 1800페이지에 달하는 신체 건강 및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들의
연락처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PDF 파일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업
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다(Mercy Maricopa Integrated Car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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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피닉스 시를 포함한 마리코파 카운티 (Maricopa County)의 미국 내 위치와 해당 지역을 책임지는 주된 정신건강 위기 프로그램 제공
기간들의 종류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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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마리코파 카운티 지역 내 대표적 정신건강 위기서비스 기관 활동 소개
프로그램
종류
23시간
위기안정/관
찰병상
단기
위기안정
거주 시설

마리코파 카운티 내
정신위기시스템
서비스 조직 예시
Connections AZ
Urgent Psychiatric
Care Center (UPC)
Terros Health
Maverick House

이동
정신건강
위기서비스

Community
Bridges, INC.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핫라인

Crisis Response
Network INC

웹페이지

설명

https://connectio
nsaz.org/crisis-c
are/
https://www.terr
oshealth.org/mav
erick-house/
https://communit
ybridgesaz.org/fa
milies-patients/cr
isis-mobile-team
s/

마리코파 내에 UPC를 포함한 3개 응급기관이 광범위한 마리코파 카운티를 지역적으로 나누어 책임짐.
Community Bridges와 같은 이동 정신건강 위기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밀접히 연계되어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주민
들이 UPC에서 응급서비스를 받는 그것을 일반적인 서비스 과정으로 여김
24시간 운영하고 있음.
마리코파 카운티에 있는 도시(city)에 수십여 개의 단기 위기안정 거주 시설들이 분포되어 있음.
이들 시설은 빈곤층 의료보장에 의해 지원받기에 정신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마리코파 카운티뿐만 아니라 애리조나 내 다른 행정구역들에 이동 정신건강 위기서비스를 제공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핫라인과 23시간 위기안정/관찰병상을 제공하는 조직들과 밀접히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마리코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정신건강 위기를 겪을 때 800-631-1314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음
24시간 운영하고 있음
당사자/가족/이웃/응급구조대원/경찰 모두 이곳으로 전화하여 적절한 정신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감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연락함
따뜻한
Crisis Response
https://crisis.sola
자신 또는 타인을 위협할 응급상황은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핫라인으로 연결
핫라인
Network INC
ri-inc.org/
동료지원가가 상담원의 상당수를 차지 정신장애인들이 고민 상담을 위해 전화함
동료지원가
당사자들이 운영하는 동료지원가 서비스 기관
https://www.thes
정신건강
STAR CENTRAL
응급 상황 시 동료지원가 들이 다른 정신건강 위기서비스 기관의 서비스에 참여
tarcenters.org/
위기서비스
동료지원가 훈련 및 인증을 동해자활기회제공
Note: Mercy Care (April 2021). Mercy Care Provider Manual - Chapter 400 - Plan Specific Terms. Arizona, Mercy Care.; Mercy Care (June/July 2021). Provider Directory.
Arizona, Mercy Care.
https://crisis.sola
ri-in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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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주의 위기 발굴 및 지원 인프라 체계에 소속된 기관들은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장애인들과 비정신장애인들이 충분한 치료의 연속성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개별 기관들은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
하는 기관들과 일정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치료의 연속성을 담보
하는 위기서비스를 제공함을 목표한다. 이런 공동체의 목표는 애리조나주 중부
지역정신건강국인 Mercy Care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설계되고 통합되어 운영
된다(Mercy Maricopa Integrated Care, 2018). 예를 들어, Mercy Care의 담
당관은 중부 지역정신건강국 담당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 위기서비스 공급자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경찰 및 응급구조대원과 일반적 정신 건강서비스를 제공하
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 시설 종사자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현존하는 위
기서비스 인프라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연계의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
다 (Mercy Maricopa Integrated Care, 2018).
정신건강 위기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자타해 위험으로 인하여 입원 후 집
중치료를 요구하는 정신건강 위기도 있지만,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악영향을 미
치는 가족과의 갈등,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스트레
스와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복약 관리 실패 등도 주요한 정신건강 위기의 상황
이다. 그러므로 위기 서비스 인프라에 소속된 조직들이 소비자들을 만나는 방
식과 이유가 상당히 다양하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과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종종 이루어진다.
①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핫라인 -> ② 이동 정신건강 서비스 -> ③ 23시간 위기안정/관
찰병상 -> ④ 정신병원 입원 또는 단기 위기안정시설 또는 자택 귀환

출산과 육아를 전담하면서 경험하는 “어머니”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 ”수잔” (Susan)이란 가상의 조현병 당사자의 사례를 통하여 애리조나주 마
리코파 카운티의 정신건강 위기 인프라서 유기적인 연계와 역할분담을 통해 장
기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병원 입원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거주
하며 일상이 최소한 방해되면서 위기서비스들을 이용하는지 아래 사례에서 보
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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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건강 위기 해결 예시 – 타인 위협하는 수잔 (Susan)

수잔은 현재 38세이고 조현병 진단은 22살에 받았다.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수잔은 스트레스를 경험했는데 졸업식을 하기 전에 아무도 없는 방에서 왕
따를 시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한 달에 한
두 번 들리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환청의 빈번히 더 많아졌다.
그에 더하여 고등학교 당시 왕따를 주도하던 친구들이 현재 다니는 회사의 사장에게
험담해서 회사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따르게 되었다. 스트레스로 인해
식사도 하지 않고 환청에 시달리는 모습을 본 가족에 의해 정신과 의원에 가서 조현
병 진단을 받고 자의 입원 2개월 후 퇴원한 뒤에 집에서 가까운 지역 정신건강센터
에서 사회복지사를 만나고 정신과 의사에게 약물치료를 잘 받으면서 작년까지 병원
입원 없이 결혼도 하고 첫 아이를 출산하고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 2살 된 첫째
의 육아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높아졌다. 그와 동시에 육아하면서 증상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지면서 병식이 사라지고 환청을 듣는 빈도도 높아지게 되었다. 육아
하면서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남편이 회사에 가지 않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망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듣는 빈도가 높아지고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빈번히 듣게 되었다. 분노가 지속해서 강화되었고
밤늦게 퇴근한 남편에게 흉기로 위협하였고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 경찰과 구급대원 위기 대응 훈련 (Crisis Intervention Training: 이하 CIT 교육):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수잔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고 CIT 교육에서 배웠던 정신
건강 위기의 가능성을 파악한다. 흉기를 버리라는 명령을 했지만, 지속해서 남편을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범죄자의 경우 흥분을 낮추고 위험
한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위험한 물건이 많은 집안에서 수잔을 유인하여
앞 잔디에서 대치 상황을 지속하였다.
-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핫라인 (Crisis Response Network):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는 Crisis Response Network로 연결을 경찰 라디오를 통해 요청했다. 정신
건강 위기 핫라인 대원이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대기 중이던
이동 정신건강 위기서비스 팀에 연락한다.
- 이동 정신건강 위기서비스 팀 (Community Bridge Inc.): 수잔은 정신건강 위기
를 겪는 중이었다. 이동 정신건강 위기서비스 팀의 동료지원가,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게 상황을 듣는다. 동료지원가가 수잔에게 다가가서 자신 역시 조현증을 관리하며
살고 있고 수잔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이야기한다. 수잔은 여전히 남편을
죽여야 한다고 고함을 지른다. 지속해서 동료지원가와 사회복지사가 흥분을 낮추는
기술 (de-escalating skills)을 사용하여 흥분을 낮추려고 한다. 1시간이 지나고 수
잔이 상황을 이해한다. 이동 정신건강 위기서비스 팀은 수잔에게 23시간 위기안정/
관찰병상으로 가길 권유하고 수잔도 동의하였다.
23시간 위기안정/관찰병상 (The Urgent Psychiatric Center: 이하 UPC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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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은 UPC 병원에 여러 번 방문한 경험이 있다. 22세 이후 약 1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입원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관찰병상에서 증상 완화에 상당히 성공적
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 정신건강 위기서비스팀이 UPC 병원 뒤 주차장
에서 내려서 인수인계를 하는 문으로 수잔을 에스코트한다. 벨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간호사와 보호사가 수잔을 맞이한다. 그 중 한 명은 수잔이 작년에 스트레스를 받으
면서 환청 증세가 심해졌을 때 UPC를 스스로 방문했을 때 만났던 간호사였다. UPC
에 들어가서 수잔은 폭력 증세를 보인 환자들이 모여있는 큰 병실에 들어간다. 그
병실을 로비처럼 생겼고 창문으로 여러 명의 가운 입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사들
이 수잔을 바라보고 있다. 정신과 의사와 간호사가 수잔을 상담실에 데리고 가서 어
떤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에 대해 수잔의 생각을 듣는다. 사회복지사가 상담하며 최
근 겪었던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필요한 자원들에 대해 기록하였다. 수잔은 더
타인을 해할 위험을 보이지 않는다. 12시간이 넘어가면서 담당 정신과 의사는 수잔
이 공공정신병원에 입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아직도 잔여 증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위기안정 거주 시설에 수잔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그에
더하여 담당 사회복지사는 수잔의 복약 관리향상과 육아 스트레스 완화 및 당사자
가족인 남편이 정신건강 위기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퇴원 계획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결을 한다.
단기위기안정 거주 시설: 이동 정신건강 위기서비스 팀이 수잔을 단기위기안정 거주
시설로 이송하고 수잔이 등록하는 과정을 도와준다. 수잔은 이쁜 벽지가 있는 2인실
에 배치되었다. 사회복지사가 수잔에게 시설이용방법과 금지된 행동에 관해 설명하
였다. 수잔은 일주일가량 거주 시설에 머물 수 있는데 그동안 UPC 센터에서 연결해
준 사례관리자를 만나 복약관리과 문제해결훈련을 받게 되었다. 남편이 방문하러 왔
다. 남편은 수잔의 안부를 묻고 앞으로 환청이 들리거나 망상이 생각날 때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한다. 남편은 가족 교육을 받고 여러 안전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들은 당분간 집에서 없애고 증상이
목격될 때는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핫라인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배운다. 퇴원
여부는 수잔과 사례관리자, 그리고 남편이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수잔은 퇴원
계획에서 제시한 계획을 따르기로 하고 남편은 가족 교육에서 배운 대응수칙을 실천
하기로 하고 자택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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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정신건강 위기를 경험하는 조현병 정신장애인인 수잔의 사례를 통해서 앞에
서 소개한 애리조나주의 인프라에 소속된 조직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네트워
크와 긴밀한 연계 활동을 통하여 치료의 연속성을 보여주는지 보았다. 수잔이
경험한 상황은 수많은 정신장애인이 정신질환을 매일 관리하면서 언젠가 겪게
되는 상황이다. 수잔이 보여준 상황 이외에 수많은 모습의 정신건강 위기들을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변인을 가진 정신장애인들과 초발정신병을 경험하는 환
자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정신건강 위기 발굴 및 지역사회정착 시스템은 지속적
인 학습과 개혁을 할 수 있는 법, 제도, 참여하는 기관들의 조직문화, 그리고
정신건강 위기 인프라에 참여하는 정신보건 전문가들의 교육 및 훈련과정이 필
요하다. 미국의 정신건강 위기 발굴 및 지역사회정착 시스템을 소개하며 대한
민국의 정신건강 위기 지원 인프라에 제시하는 두 가지 함의를 소개한다.

(1) 정신건강 위기 지원 인프라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다양화
정신건강 위기 겪는 환자들에게서 증상, 증상변화 진행속도, 도움을 줄 수 있
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 정신병원 입원이 생애주기 과업을 성취하는데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다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환자는 장기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정신건강 위기가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환자는 짧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하여 따뜻한 핫라인에 전화하여 한두 시간
동안 공감을 해줄 동료지원가가 필요할 수 있다. 어떤 환자는 자살 생각이 매우
지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환자는 23시간 위기안정/관찰병상에 입원하여 짧은 집중치료와 효과
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계획을 세우면 자살 생각이 상당히 완화되어 하루 연차
를 내는 것으로 회사에 복귀할 수 있다. 어떤 환자는 일주일간 자의 입원을 정
신병원에 하더라도 생활에 큰 영향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3학
년이나 대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일주일간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들의 미래에 무거운 흔적을 남길 수 있다.
이처럼 정신건강위기의 종류와 개인의 요구와 상황이 다양하지만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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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는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장애인들과 비정
신장애인들에게 정신병원 입원만을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1963년에
탈원화를 시작한 미국의 경험은 정신건강 위기를 해결하는데 획일적인 서비스
만을 제공한다면 많은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치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신건강 위
기 지원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과 환경에서 살아
가는 정신장애인들이 겪는 위기의 다양성에 대해 조사 연구한 뒤, 그 연구결과
에 기반하여 서비스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2) 정신건강 위기 지원 인프라 정책 수립과정 거버넌스 방향성
정신건강위기 지원 인프라는 개별 주정부 또는 지역 정신건강보건국에 의해
서 통합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다 (SAMHSA, 2014). 정신건강 위기 지
원 인프라의 대부분 예산은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빈곤층 의료보장제
(Medicaid) 프로그램에서 제공되고 있는 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은 주정부 또는 지역 정신건강보건국이 실질적
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정부와 지역 정신건강보건국이 빈곤층 의료보장제
(Medicaid) 예산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실행계획을 평가하고 수
정사항을 요청함을 통하여 주정부와 지역 정신건강보건국이 실행할 위기서비
스들이 정해진다.
이런 위기지원 서비스가 만들어 지는 과정에 연방정부,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위기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아니었다. 1963년 케네디 정부에서 통과시킨 지역
사회정신건강 센터법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Act of 1963)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의료보장제 (Medicaid)를 통해서 염가 또는 무료로 지역사회
에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는 정신장애인들의 수가 매우 적었다. 그 원인으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일정한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조현병과 같은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정신장애인들에게 청구하는 제도는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효과적인 정신의료 및 정신재활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
었다. 즉, 행위별수가제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제도는 신체건강을 치료받는 과
정에서는 큰문제가 아니었지만 환자 자신이 병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급성기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정신장애인들에게는 적합한 의료비 청구 제도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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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SAMHSA, June 2013).
이 과정에서 개별 주들에서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운동가들이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서비스 부족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였다 (Arnold V. Sarn, 1985;
Musumeci & Claypool, June 2014). 2021년에 운영되고 있는 애리조나주 마
리코파 카운티어 정신위기 인프라 역시 절차보조서비스를 공공후견인으로서
제공하던 Arnold Chick 변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한 정신장애인들을 대신하여 집단소송 (class action suit)를 제기한 것이
1981년이었고 1988년에 애리조나주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낸다. 이 집
단소송으로 인하여 애리조나 주정부의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는 조현병과 같은 중증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탈원
화 정책목표를 경험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정착 및 재통합할 수 잇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를 만들어내도록 요구받는다 (Arnold V. Sarn, 1985).
이런 맥락에서 애리조나 주정부와 중앙 애리조나 지역 정신보건국 (Central
RHBA)는 급성기 정신병적 증상을 경험하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정신위기 인
프라를 구축하게 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의 강한 연방주의적 전
통에 부합하는 제도를 빈곤층 의료보장제 (Medicaid)에 도입하게 되는게 이를
면제제도(waiver)라고 부른다 (메디케이드 인용). 이 면제제도는 신체정신건
강 문제를 치료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기준들 이외에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정신
위기 서비스 인프라가 가지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개별 주정부들이 장애인정 과
정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해당 주의 정신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로 구성하더라도 이를 허용하였다. 면제제도에 근거하여 주정
부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빈곤층 의료보장제 (Medicaid) 지원금을 활용한 정
신장애인들을 위한 빈곤층 의료보장제 (Medicaid)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
연방정부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에 사회보장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허가 받아야
한다 (SAMHSA, June 2013).
이와 같은 미국 애리조나 주의 역사적 경험은 대한민국에서 정신위기에 대
응하는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정신장애인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에
더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의해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
들에게 적용되는 보험수가 적용 규정의 유연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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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1) 위기개념
일본의 정신장애인 관련 법제는 위기에 관한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이
공존한다. 일본 법제에서 응급상황을 의미하는 협의의 위기개념은 정신보건복
지법의 조치입원의 요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정신보건복지법(제29조
제2항)은 비자의입원인 조치입원의 요건은 1) 정신장애가 있을 것 2) 정신장
애로 인한 자·타해의 위험이 있을 것 3) 의료 및 보호를 위한 입원의 필요성을
있을 것 등이다. 그런데 또 다른 비자의입원인 의료보호입원의 요건은 1) 정신
장애가 있을 것 2) 의료 및 보호를 위한 입원의 필요성을 있을 것 3) 정신장애
로 인하여 임의입원에 동의한 상태가 아닐 것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
(조치)입원과 보호입원의 요건이 동일하나 일본의 법제는 보호입원의 요건을
넓게 규정함으로써 위기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일본의 정신건강복지체계에서 광의의 위기개념은 의료보호입원의 요건 이외
에 단기입소시설 이용 대상 규정과 지역이행지원 및 지역정착지원프로그램의
이용조건에서 드러난다. 즉, 생활환경의 불안정에 대비하는 단기입소 서비스,
장기입원자가 퇴원이라는 생활환경의 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응하
기 위한 지역이행지원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 등이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정착지원서비스에서 위기
의 예방 및 관리대상 규정을 둠으로써 위기를 응급상황보다 넓게 적용한다. 일
본 정신장애인 정책에서 위기개념을 정리해보면, 협의의 위기개념은 조치입원
의 요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광의의 위기개념은 정신보건복지
법에서 ‘의료 및 보호를 위한 입원의 필요성을 있을 것’으로 규정하면서 장애인
종합지원법에 따른 위기관련 서비스에서는 서비스마다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광의의 개념이 정책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것이 아니라 의료보호입원
의 요건이나 개별 위기관련 서비스 이용자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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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 지원 인프라
일본 정신장애인 관련 법제에서 위기지원체계는 기본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자·타해위험을 동반하는 협의의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 정신장
애인의 의료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까지 비자의입원을 용인함으로써 광의
의 위기까지 정신의료기관이 관장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2010년 일본의 정
신의료기관 1,1671개소, 정신병상수 347,281병상에 달하였다(후생노동성,
2010)12). 이후 병상수가 감소하는 경항이나 그 추세는 미미하며 입원자의 연
령은 점차 고령화하고 있다.
장애인종합지원법상의 대표적 위기지원프로그램은 단기입소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단기입소 서비스는 자립지원급부 재가생활지원서비스 중 하나로서,
집에서 정신장애인을 케어하는 사람이 병에 걸린 경우 등 생활상의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시설에서 목표, 배변, 식사 등의 케어를 제공한다. 2014년 이 서비스
의 이용자는 신체장애인 11,090명, 지적장애인 23,627명 그리고 정신장애인
1,340명 등으로 나타났다. 신체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의 이용자수와 비교하면
정신장애인 이용자수는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일본 삿포로지역에서 단기입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사례13)를 살펴보면,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의 정신
장애인으로 정원은 3명으로 서비스내용은 ① 이용자 상담 ② 식사제공 ③ 목
욕, 배변 또는 식사 등 지원 ④ 건강관리, 금전관리 지원 ⑤ 여가활동 지원 ⑥
긴급시의 대응 ⑦ 직장 등과 연락 및 조정 ⑧ 일상생활 지원 등이다. 이 서비스
담당인력은 다음의 표 Ⅲ-8과 같다.

<표 Ⅲ-8> 단기입소서비스 기관의 구성인력
직종

관리자

고용구분
상근
비상근
전담 겸임 전담 겸임
1

직무내용
사업소의 종사자 관리 및 업무 관리를
일원화하고 사업소 종업원에게 법령 등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지휘명령을 한다.

12) 후생노동성 (2010) 정신보건의료복지시책의 현상과 과제
13) 일본 삿포로시에서 정신장애인 단기입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익재단법인 그룸홈 아코의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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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고용구분
상근
비상근
전담 겸임 전담 겸임

서비스
관리
책임자

1

도우미

10

생활지원(
요)원

4

4
2

4

직무내용
이용자의 단기입소원조계획 작성과 계속적인
서비스 파악, 적절한 상담·지도·조언 등을
한다.
이용자에 대한 식사 제공, 일상생활 상의
지원, 상담을 한다. 질병예방을 포함한
건강관리에 힘쓴다.
이용자에 대한 식사, 목욕, 배변 지원을 한다.
차림새, 청결유지에 힘쓴다.

실제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에 따른 위기관련 서비스 중 정신장애인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지역이행지원서비스와 지역정착지원서비스이다. 병원
치료 후 퇴원과정을 지원하는 지역이행지원서비스의 2014년 이용실적은 신체
장애인 34명, 지적장애인 57명 그리고 정신장애인 404명 등으로 정신장애인
이용자가 가장 많다. 그리고 혼자 살거나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정신장애인을
지원하는 지역정착지원서비스 이용실적도 신체장애인 334명, 지적장애인 612
명 그리고 정신장애인 1,095명 등으로 정신장애인 이용자가 가장 많다. 이 두
가지 서비스는 2012년 4월부터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지역상담지원서비스로 급
부화되었으며, 점차 개별지원계획 수립, 모니터링, 체험이용실시 등으로 일련
의 구조가 갖추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서비스의 개요, 대상, 지원내용, 이용기
간 그리고 특이사항을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Ⅲ-9와 같다.

<표 Ⅲ-9> 지역이행지원·지역정착지원

사
업
개
요

지역이행지원

지역정착지원

장애인지원시설‧정신과병원에 입소‧입원한
정신장애인, 그 밖의 지역에서의 생활로
이행하는 위해 중점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 주거 확보와 지역생활이
행 상담지원을 실시

주거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고 장애특성에 기인하여 발생한 긴
급사태 등에 대해 상담지원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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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지
원
내
용

기
간

특
이
사
항
출처:

지역이행지원

지역정착지원

• 정신과병원(정신과병원 이외의 병원에
서 정신병실이 있는 곳 포함)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장기입원으로 인해 지원 필요
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예상되는 1년
이상의 입원자가 중심이며, 1년 미만의
입원자 중에서는 특히 지원이 필요한 자
가 대상(예를들어, 조치입원이나 의료보
호입원에서 퇴원하는 자로 주거 확보 등
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나 지역이행지
원을 하지 않으면 입원의 장기화가 예상
되는 자))

• 주거에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이나
동거하고 있는 가족 등이 장애, 증상으로
인해 긴급시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장애인 중, 지역생활을 계속해나가기 위
한 상시연락체제 확보를 통해 긴급시의
지원체제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자.
• 지역이행한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지역
생활이 불안정한 자 등으로 그룹홈, 숙박
형 자립훈련 입주자는 대상 외

• 주거확보, 기타지역에서의 생활로 이행
하기 위한 활동에 관한 상담, 외출 시의
동행, 장애복지서비스(생활개호, 자립훈련,
취로이행지원 및 취로계속지원에 한함)의
체험적인 이용 지원, 체험적인 숙박 지원
등
• 이용자 면접은 장애인지원시설 등‧정신
과병원‧구호시설 등 또는 형사시설 등의
담당자를 소집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청취
• 체험이용‧체험숙박에 대해서는 장애복
지서비스사업소에 위탁 가능

• 이용자마다 사정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상황과 긴급시 연락 가능한 체제(가족‧의
료기관‧장애복지서비스사업자 등)을 기재
한 지역정착지원대장을 작성
• 이용자 주변인의 연락체제 확보와 주
거 방문 등을 실시하고 이용자의 상황파
악 필요
• 긴급 시에 이용자의 주거에 방문, 관계
기관과의 연락조정, 일시적 체류를 통한
지원 등을 실시
• 긴급 시에 일시적으로 머물 곳에 대해
서는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자에게 위
탁 가능

급부결정일이 속한 달을 제외하고 6개월
이내(지역이행이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경
우, 6개월 이내에서 갱신 가능. 추가 갱
신에 대해서는 시정촌이 반드시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마다
갱신 가능)

급부결정일이 속하는 달을 제외하고 1년
이내(지역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긴급시의
지원체제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는 1년 갱신 가능)

지급결정은 거주지특례에 의해 입원‧입소 지역상담지원의 급부결정은 장애지원구분
전의 거주지 시정촌이 실시.
인정에 관련된 조사에 의해 구분인정 불
구호시설 등 또는 형사시설 등에서 퇴원 필요. 단, 현행 국고보조사업대상자에 대
또는 퇴소 후의 지역이행지원사업이용자 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갱신
예정지가 원격지인 경우, 주거 확보 및 시는 조사 필요)
관계기관과의 연락조정 등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이행지원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중앙법규 ‘정신장애인의 생활지원서비스’ (2016년)

지역이행지원 및 지역정착지원서비스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
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이동하는 환경적 변화에 잘 적응하여 자립적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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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서비스는 일련의 연속선상
에 있지만 대상자의 기준은 서로 상이하다. 지역이행지원서비스는 1년 이상의
장기 입원자가 대상이 되며, 1년 미만의 경우 비자의입원자로서 주거 확보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지역이행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기입원이 예상되
는 정신장애인이다. 한편 지역정착지원서비스는 주거장소에서 혼자 생활하거
나 동거 가족이 있더라도 장애, 증상 등으로 인하여 긴급상황에서 지원받기 어
려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이행지원서비스의 내용은 주거 확보,
사회복귀관련 상담, 외출 동행, 장애인복지서비스 체험이용이나 숙박 체험 등
이다. 지역정착지원서비스의 내용은 긴급연락체계를 기재한 지역정착지원대상
작성 및 관리, 주변인 연락체계 확보 및 주거 방문 등 이용자 상황 파악, 긴급시
이용자 주거방문 그리고 긴급시 일시적 보호주거장소 제공 등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 보건소가 실
행을 주관한다. 사업의 추진체계는 보건소에서 조직한 지역이행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며 구체적인 서비스는 각 권역의 장애인종합지원법상의 상담지원사
업자에 의해 제공된다.

3) 지역사회정착 시스템 및 위기 발굴14)
일본정부는 2004년 ‘정신보건의료복지 개혁 비전’을 통하여 사회적 입
원15)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입원에 대한 정
책 추진에 따라 2008년 ‘정신장애인 지역이행지원 특별대책사업’의 시범사업
이 이루어졌으며, 2010년에는 퇴원 전부터 지역사회정착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정신장애인 지역이행‧지역정착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 초기
에는 사업의 구체적 지원을 맡을 지역이행추진위원회와 체계조직의 종합적 조
정 역할을 담당할 지역체제정비 조정자로서 각 권역의 상담지원사업자 등이 배
치되었으며, 동료지원의 활용이 강조되었다. 마침내 2012년 4월에 와서 이 시
범사업은 장애인자립지원법에 근거한 지역상담지원(지역이행지원‧지역정착지
원)으로서 법제화되었다.
14) 위기발굴 및 지역사회정착 시스템은 이용표 등(2017).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현황 및 지원체계 연구. 보건복
지부 연구의 일본 현지 방문조사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15) 의료적 치료의 필요성에 의한 입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거문제나 지지체계 소실로 인한 입원을 사회적
입원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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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홋카이도 우라카와지역에서 실시된 정신장애인 지역이행지원
특별대책사업을 소개한다. 훗카이도는 도 단위를 26개 권역으로 나누어 정신
장애인 지역이행‧지역정착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사업을 ‘정신장애인 지역
생활지원사업’이라고 칭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장애인종합지원법에 의한 상담
사업자들이 정신장애인 지역이행지원사업과 지역정착지원사업을 개별 급부화
된 서비스로서 제공하고 있다.

⑴ 개요
지역생활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자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사회생활 및 일
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원·시설 등 지역 관계자와 연계하여 입원 중인 정신
질환자가 퇴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의 실시주체
는 홋카이도(이하 ‘도’라 함)이며, 우라카와지역은 우라카와보건소 보건행정실
건강추진과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베델의집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의 일부
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⑵ 사업내용 등
우라카와지역에서 이 사업을 위탁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베델의집은 본 사
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를 설치
하였다. 센터장은 정신보건복지사 또는 이와 동등한 정도의 지식을 가진 자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생활이행지원협의회 운영, 개최
동료지원가 육성, 활용
정신과병원 지원
거주지 확보에 관한 지역에서의 보급계발·연계활동
관계자와 협동한 연수, 심포지엄 등의 기획·조정, 종사자의 자질향상, 연계 강화를
위한 인재육성연수 실시 등 정신장애인의 퇴원을 촉진하여 지역이행·지역정착 추진
에 이바지하기 위한 보급계발
⑥ 기타 정신장애인의 퇴원을 촉진하여 지역이행·지역정착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역생활이행지원협의회 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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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센터는 권역을 기본으로 종합진흥국(또는 진흥국) 정신장애인시책 및 생활
보호시책담당과, 시정촌, 정신과병원, 상담지원사업자, 복지서비스사업자, 동
료지원가 등으로 구성한 지역생활이행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설치·
운영하며,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장애인이 생활하기 좋은 지역만들기위원
회’와 지역자립지원협의회와의 연계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생활이행지
원협의회의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권역 지역상담지원의 향상에 필요한 지원기술 등에 관한 검토·조언
·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이 퇴원하여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드러나
는 지역과제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의견보고 및 과제해결을 위한 협력
· 정신장애인의 지원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연수 기획입안(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경험험이
적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소,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소 및 복지서비스사업자 등에 대
하여 정신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노하우와 지식을 제공하는 연수, 동료지원가 육성에
관한 연수 등)
· 기타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이 퇴원하여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한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둘째, 동료지원가 배치업무를 담당한다. 센터는 정신보건복지 향상에 의욕을
갖고 정신질환을 앓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이 퇴원하여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스스로 실행할 의지가 있는 자를 동
료지원가로 배치한다. 동료지원가는 센터장의 지시 하에, 필요에 따라 지역이
행지원·지역정착지원 종사자와 연계하여 지역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는 정신장
애가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함)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입원중인 정신장애인이 퇴원하여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 지역생활이행지원협의회에서의 보고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수집
·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셋째, 정신과병원 지원업무이다. 센터는 개정 정신보건복지법에 근거한 정신
과병원이 실시하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입원중인 정신장애
인의 의향에 따른 지역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제3장 국내외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체계 현황 95

· 의료보호입원자 등에 관련된 ‘퇴원지원위원회’에 지역원조사업자로서 참여 또는 다른
지역원조사업자를 소개하여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 및 정신과병원 직원 등에게 지역이행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 등에 대한 지역이행을 위한 의욕의 환기를 촉진함
· 의료보호입원자 등의 ‘퇴원 후 생활환경상담원’에게 지역이행에 관련된 퇴원후 거주 장
소의 확보와 생활훈련, 취업훈련 등 낮 활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이용을 위한 조정 등을
하여, 원활한 지역이행이 실행되도록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함

넷째, 센터 등 연락회의를 개최한다. 도는 필요에 따라 센터직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실시 및 센터 간의 정보교환 및 연계를 도모하기 위
하여 센터 등 연락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이행연수 등을 실시한다. 도는 입원중인 정신장애인이 퇴원하여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한 지원이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다음과 같은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 정신장애인의 지역이행·지역정착을 추진하는 의의와 방법에 대한 지역의 이해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연수(지역이행연수)
· 각 권역 간의 정보교환과 과제정리 등을 실시하고, 권역에서 정신장애인 지역이행·지역
정착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맡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연수(지역이행
지역별 연수)
· 지역에서 동료지원가활동의 중심적 인재 양성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연수(동료지원가 연수)

⑶ 사업추진체계
① 관계기관과의 이해촉진
도 및 센터는 시정촌, 정신과병원 및 복지서비스사업자 등의 관계기관에 대
하여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가 퇴원하여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널리 알려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한다.

② 관계기관과의 연계
도 및 센터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상담지원사업자, 복지서비스사업
자, 보건의료서비스사업자 등과 연계를 도모하도록 한다. 아울러 센터는 필요
에 따라 의료관찰법에 의거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복귀조정관이 실시하는 생
활환경 조정 등에 협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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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립보건소의 역할
도립보건소는 시정촌, 상담지원사업자 및 복지서비스사업자 등의 관계기관
에 대하여 지역의 사회자원 등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각 권역에
설치된 협의회 운영에서 필요한 협력을 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신과병원 등의
관계기관에 대한 본 사업에의 참가 등의 요청과 사업 보급계발 등을 하도록 한
다.

⑷ 구체적인 사업수행 사례
장애인종합지원법에 의한 상담지원사업자는 정신장애인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미리 지역에서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신청에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작
성하고, 서비스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면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와 연락하여 그
서비스 이용계획을 재검토하는 계획상담지원과 퇴원 전 지역이행지원 및 퇴원
후 지역정착지원을 하는 지역상담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시정촌장과 도도부현
지사는 계획상담지원을 제공하는 특정상담지원사업자와 지역상담지원을 제공
하는 일반상담지원사업자를 각각 지정하고 그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
담지원자가 되려면 일정한 실무경험을 쌓은 후에 상담지원전문원 연수를 받아
야 한다. 지역이행지원의 경우 1년 이상 입원한 임의입원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 시에 병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입원
환자들에게 아직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사무소는 일반적으로
퇴원 시기가 다가온 환자나 그 가족보다는 병원 측과의 연락을 통해 서비스대
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정신보건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보호입원자의 퇴원촉진
을 촉진하기 위한 ‘퇴원 후 생활환경상담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본
인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퇴원 후의 생활환경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하는
생활환경상담원의 병원 배치를 의무화하였다. 즉, 이 제도는 정신과병원 관리
자에 대하여 의료보호입원 후 이른 단계부터 퇴원준비를을 체계화하고 퇴원촉
진조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퇴원 후 생활환경상담원’은 병원에 의해 채용된 직
원이며, 병원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다. 입원환자나 그 가족 등으로부터 요청
이 있거나 지역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반상담사업자
등 지역상담사업자를 소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사무소의 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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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적으로 병원과의 협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담당 상담지원전문원은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지역이행을 위해 입원환자를 최소 한 달에 한번
이상 병원으로 방문한다. 이 때 보수는 방문횟수에 따라 산정된다.
우라카와지역의 상담지원사업소 우이즈에서는 지역내에서 보건소의 위탁으
로 사회복지법인 베델의 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지역생활지원사업’
과 연계하여 지역이행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당초에는 퇴원 전
훈련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퇴원 후 지역정착까지 지원
하고 있는데, 장애인종합지원법에 근거한 지역상담지원과 결합하여 실시한다.
특히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를 병원에 파견하여 입
원한 환자의 면담을 실시하는 것이며 동료지원가들에게 병원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동료지원가들은 병원을 방문하여 자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는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외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환자의
지역이행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베델의 집의 동료지원가의 경우 일반
적으로 1주일에 2-3회 방문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는 직접 정신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지도 및 지원을 실시한
다. 우라카와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복지 상담지도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사가
의료기관과 관계기관에서 의뢰된 퇴원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복약관리, 생활
지원 그리고 가족환경 사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신병원진료에 대하
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복지사,
보건사가 보건소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마음의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방
문상담진료에서는 의사와 정신보건복지사의 면담만을 실시하며, 처방이 필요
한 경우에는 가족 혹은 당사자가 병원에 내원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증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지역사회에서의 응급지원체계로는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를
파견하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자살, 폭력 등 위기발생의 신고가 접수되면 보
건소의 정신보건복지담당 직원이 현장 파악을 위해 파견된다. 현장 상황이 나
쁘지 않은 경우 평상시처럼 병원 진료를 받게 되고, 자타해의 위험 등이 있어
긴급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보건지정의에게 보건소에서 진단을 의뢰한
다. 의뢰결과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보호입원, 조치입원, 응급입
원 등이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증상 악화 및 위급환자의 병원 운
송 방법이 인권문제로 부각되면서 공공기관(보건소)의 권한과 책임 하에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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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병원까지 이송하기 위하여 1999년 정신보건복지법 개정에 의해 ‘이
송제도’가 신설되었다.

4) 시사점
일본의 정신장애인 위기지원체계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제도는 위기지원서비스의 대상을 넓게 규정하고 있다. 즉, 정책
적 위기의 개념이 응급상황을 의미하는 위기개념보다 넓다. 정착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 등이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정신장애
인을 대상으로 고립에 의한 위기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단기입소서비스도 돌
봄제공자인 가족의 부재나 질병에 대비하여 돌봄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위기예방을 위한 서비스가 부재한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체계와 대비된다.
둘째, 일본의 위기지원체계는 정신의료기관의 퇴원과정을 위기상황으로
간주한다. 실제 퇴원초기 재입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상담지원서비스는 퇴원과정을 지원하는 데에 초
점을 두고 정신의료기관에 1년 이상 입원하고 있는 사람을 입원유형에 상관없
이 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퇴원 후까지 정착지원서비스로 연계하여
순조로운 지역사회정착을 도모한다. 우리나라 시범 절차보조서비스가 강제입
원·입소된 사람을 대상으로 입원기간 중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과 차이가
있다.
셋째, 일본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상황과 위기시 연락체계를
사전에 확보하는 지역정착지원대장을 작성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
는 지역사회 생활에서 위기의 발생시 당사자가 본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사
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즉 긴급시 보호 가능한 체계를 사전에
확보하고 신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이 불가
능한 경우 좁은 위기개념으로 인하여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넷째, 일본의 경우 위기지원서비스에서 당사자 동료의 참여는 미흡한다. 지
역이행지원서비스에서 정신의료기관 방문상담인력에 동료지원가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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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단기입소서비스와 같은 쉼터기능에서 당사자 참여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일본의 위기서비스 전달체계는 정신보건복지법에 의하여 기초자치
단체의 보건소가 주관하지만 지역이행지원, 지역정착지원 그리고 단기입소서
비스는 장애인종합법에 근거하여 광역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장애인복지사업
자에 의해 제공된다. 일본은 보건과 장애인복지전달체계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위기지원체계는 우리나라보다 위기의 개념을 넓게 규정하고 단기입
소, 지역정착지원서비스 등을 통하여 위기를 예방하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위기지원체계는 서구나 WHO 가이드라인에는 부족한 측면이 폭넓게
드러나고 있다. 일본의 위기지원은 가족이나 돌봄자의 부재에 대응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정신의료기관에의 입원을 억제하거나 당사자의 자기졀정
을 존중하는 대응책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의 구조는 서고
에서 볼 수 있는 당사자운영 위기쉼터의 부재로 드러나며, 단기입소서비스도
가족의 질병이나 부재에 대응하는 기능으로 국한되고 있다. 또한 지역정착지원
대장도 사전보호지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즉, 서
구의 사전 정신의료지시서가 위기시 의사결정 대체자, 선호 의료기관 및 의료
인력, 입원의 기간 및 유형, 선호 혹은 비선호 약물 등을 지정하는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위기지원체계는 행정적 전달체계와 전달체계의 기본적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위기지원체계 구축에서 충분
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체계이다. 이러한 검토는 우리나라가 보다 실효성이 담
보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많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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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질적 연구

1. 조사개요
1) 연구방법 : 일반적 질적 연구(generic qualitative research)
본 절의 목적은 당사자, 가족 및 현장전문가가 경험한 위기경험을 총체적으
로 살펴봄으로써,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요구되는 제반 위기 및
정착서비스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
구질문은 ‘위기 정신장애인에 대한 당사자, 가족 및 현장전문가의 위기 경험은
어떠한가? ’로 선정하였다. 즉 위기에 있는 정신장애인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가족과 현장전문가, 위기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당사자의 경험을 분석하여,
실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에 노출되어 있는 관계자들의 욕구와 어려움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세 집단별로 관통하고 있는 위기경험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연구문제
이다. 추가적으로 각 집단별 특성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깊이있게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당사자 집단의 경우에는 위기 시 겪었던 경험과 위기 발생 시 제
공 받았던 서비스 및 처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느낌, 위기 발생 시 제공받
길 원하는 서비스 및 처치 등이다. 특히 당사자가 경험한 위기의 원인, 위기의
양상, 위기의 정도 등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가족 및 현장전문가는 위기
를 경험하는 정신장애인을 지원한 경험과 현재 위기지원 서비스 제공에서의 한
계 및 어려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들의 경험을 드러내
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사자와 공통적으로 가족 및 현장전문가가 바라보는 당
사자의 위기, 위기양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였다. 그 이유
는 이들이 경험한 위기의 원인, 위기의 양상 및 정도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위기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위기지원체계 구축 및 본 연구의 정신장애인의 위
기 실태조사 질문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연구문제와 연구내용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적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질문이 어떠한 특정한 접근방법(현상
학, 문화기술지 등)들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적질적연구를 선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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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일반적 질적연구는 어떠한 인식론적 입장(존재론적, 인식론적 입장)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연구로서, 질적연구의 특정 접근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다양한 접근방법들을 관통하는 기초적으로 공통적으로 근거해 연구를 수행하
는 것이다(김인숙, 2016). 동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들을 해
결하고자 하였다.
<표 Ⅳ-1>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구분
연구문제

구분
위기 정신장애인에 대한 당사자, 가족 및 현장전문가의 위기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일반적 질적 연구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당사자, 가족 및 현장전문가 집
단이다. 위기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기 경험이 집단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에, 당사자, 가족 및 현장전문가 등 세 집단의 위기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에서 중증장애로
간주하고 있는 F20 조현병, F25 조현정동장애, F31 양극성정동장애, F33 재
발성우울장애의 진단은 발병 이후 오랜 기간의 치료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차례
의 위기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진단을 받은 정신장애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가족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에서 중증장애로 간주하고 있는 F20
조현병, F25 조현정동장애, F31 양극성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의 진단
은 발병 이후 오랜 기간의 치료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에 따라 당사자의 가족
역시 수차례의 위기를 목격 및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기 4개의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18세 이상의 정신장애 당사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현장전문가는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동주민센터에서 근무
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즉 정신재활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
무하는 종사자의 위기지원에 관한 경험은 시설 이용자의 장애등록 여부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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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보다는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가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
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응급 상황에 개입된 경험이 보다 많은 반면, 정신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의 경우에는 취업장에서 발생한 위기 상황 등에 대한 개입 경험이 더욱 많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동주민센터의 찾동사업을 통해 많은 정신질환자
들이 의뢰되고 있어 공무원의 위기개입 사례가 증가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지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고립되어 있거나 적절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은 적
없는 정신장애 당사자의 위기를 지원해 본 동주민센터 공무원의 경험 역시 중
요한 자료로 사료되어, 주민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의 위기 시에 일선에 있는 경찰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들이 경험하는 위기와 위기지원시의 어려움 등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표 Ⅳ-2>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대상
당사자
가족
현장전문가

참여자 기준
-｢장애인복지법｣의 F20 조현병, F25 조현정동장애, F31
양극성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자
-｢장애인복지법｣의 F20 조현병, F25 조현정동장애, F31
양극성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자의 가족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찾동공무원, 경찰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 Ⅳ-3> 연구참여자 현황
구분

심층면담

대상자

세부내용
조현병
양극성 장애
조현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당사자집단
소계
가족집단

포커스그룹
인터뷰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찾동공무원
기타

전문가집단
소계

실제
2
2
1
5
5
2
2
1
1(경찰)
11

제4장 질적 사례 연구 103

(2)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은 세 집단의 연구내용을 고려하여 심층인터뷰와 포커스그룹인
터뷰를 활용하였다. 당사자 집단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위기에 대한 직
접적인 경험을 가진 정신장애 당사자가 위기 당시 겪었던 어려움과 문제, 복지
에 관한 욕구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즉 위기를 경험했을 때 받았
던 지원과 그에 대한 견해, 지원에 대한 욕구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현 위
기지원체계에서의 당사자 경험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초점위기 시 겪었던 경
험과 위기 발생 시 제공 받았던 서비스 및 처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느낌,
위기 발생 시 제공받길 원하는 서비스 및 처치 등을 목적으로 하기에, 심층인터
뷰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이러한 당사자들 간 위기 경험의 공유는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인터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심층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가족 및 현장전문가 집단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인
터뷰의 주된 관심은 정신장애인에게 주로 돌봄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및 현장전문가의 위기 지원 경험을 넓은 범위에서 충분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포커스 그룹은 비슷한 직업 등에 있는 자들끼리 그룹화 하여 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가족 집단의 경우 정신장애 당사자의 위기 발생 시 이를 가장 밀접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당시에 겪었던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도출하는 데에 초점을
두며, 현장전문가 집단의 경우 정신장애 당사자의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
하는 현재 전달체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인터
뷰를 실시하였다.
<표 Ⅳ-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

참여자구분

상세 연구참여자

심층면담

당사자집단

․｢장애인복지법｣의 F20 조현병, F25 조현정동장애, F31
양극성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가족집단

․｢장애인복지법｣의 F20 조현병, F25 조현정동장애, F31
양극성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자의 가족

전문가 집단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찾동공무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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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집방법
본 연구대상은 위기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가진 정신장애 당사자와 정신장애
인에게 주로 돌봄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및 현장전문가이다. 연구참여자
를 표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
방법을 활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동 방식은 특정분야와 관련된 전문가 집
단의 도움을 얻어 연구주제에 적합한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Miller and
Carpenter, 2009). 연구자들은 정신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가족
및 관련 단체들에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참여자의 기준을 공문을 통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단체 내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분들 추천받도록 하였다. 특히 당사자
의 경우, 정신장애 중 조현병 진단을 받은 자 2인, 양극성 장애 1인, 조현정동장
애 1인, 재발성 우울장애 1인, 총 5인을 할당하여 전체 정신장애유형에 대한 위기
경험을 인터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조현병 2인, 양극성 장애 2인,
조현정동장애 1인이 추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장전문가
중 정신재활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찾동 공무원 등은 정신장애관련 연
구를 진행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참여자를 설명하
고, 연구참여자를 추천받았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위기 지원을 직접 경험하고 경
력이 5년 이상의 자로 정신건강복지센터 2인, 정신건강복지센터 2인, 경찰 1인,
찾동공무원 1인 으로 구성하였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돌봄서비스 내 긴급
지원체계의 역할과 그렇지 않은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 화성시와 서울시 두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
로 두 집단 모두 연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선정하였다.

(4) 자료분석
대부분의 일반적 질적연구는 분석을 통해 주제를 이끌어내는 주제분석을 사
용한다(김인숙, 2016). 본 연구에서는 귀납적 주제분석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
하였다. 귀납적 주제분석은 모든 질적분석에서 거치는 과정과 같이 자료로부터
코딩하여 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글레이저의 분석방법에 가깝다. 즉 포괄
분석, 의미단위분석, 패턴분석, 범주분석, 주제분석 등의 단계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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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윤리
본 연구 담당자는 추천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
에 자발적으로 관심이 있을 경우, 연구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고, 개인에
대한 비밀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내용(연구동의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연구대상자와 대면하여 책임연구자가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특히 연구동의서
내용에 대해 동의 할 경우, 담당자는 인터뷰 시간을 조율하여, 인터뷰 시간에
연구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공지하였으며, 인터뷰 혹은 서면 동의 시, 필요한 보
조기구 등의 필요여부를 물어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해 편안한 상황 속에서 인
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인터뷰 도중 건강상
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뷰를 중지할 수 있음을 알렸다.

2. 조사결과
1) 당사자 집단
(1) 심층면담 질문지 구성 및 절차
장애인 당사자 심층면담은 위기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정신장애 당사자가
위기 당시 겪었던 어려움과 문제, 복지에 관한 욕구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중심에 두는 반구조화 설문지를 투입하여 사용하였다. 반구조화 질문지의 장점
은 연구목적에 적합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질문을 중심으로 당사자의 진술
에 따라서 질문자가 후속 질문이나 추가적 질문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당사자
의 경험과 인식을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의 장애인 당사자 심층면담 질문지의 기본적 질문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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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정신장애인 당사자 심층면담 질문지 구성
범주

주요 질문

위기의 개념

- 어떤 증상 또는 현상에서 스스로 위기에 있다고 인식하였습니까?
- 주된 위기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위기의 수준을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위기 발생 시
지원

- 위기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하였습니까?
- 위기 상황의 해결을 위해 어떤 서비스/지원을 이용하였습니까?
-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의 위기였음에도 어쩔 수 없이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 위기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 위기 지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 어떤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위기 지원을
위한 방안

- 어떤 정책/서비스/지원이 제공된다면 위기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된
다고 생각합니까?

심층면담방식은 개별적인 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에 따라서 개별 인터뷰나 2명
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면 인터뷰는 장애인 참여자들이
가능한 시간과 원하는 장소(예: 직장, 장애인개발원 등)에서 실시하였였다. 심층
면담의 진행은 먼저 연구진 및 참여자 소개와 연구목적에 대해 밝히고 인터뷰
동의여부 및 녹음에 대해 확인한 후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는 장애인 참
여자 그룹에 따라서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2) 일반적 인적사항
심층면담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 집단은 18세 이상으로 양극성장애, 조현정
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의 진단을 가진 정신장애 당사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유의적 표집 방법 중 할당사례선택(quota

을 활용하여 총 5인의 대상자

selection)

를 선정하였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세부적인 인적사항과 관련하여
우선 장애유형으로는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조현정동장애가 포함되었다. 성
별로는 여성 장애인이 1명, 남성 장애인이 4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
는 30대가 3명으로 가장 많이 심층면담에 참여했으며 다음으로 40대는 1명과
50대는 1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심층면담에 참여한 인터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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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ee) 중 4명은 장애등록을 했고, 1명은 미등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 발생시기와 관련해서는 10대 시기가 2명, 20대 시기가 3명으로 나타났
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
다.
<표 Ⅳ-6> 심층면담 참여한 정신장애인 인적사항
표시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진단명

질환
발생시기

장애등록
여부

A (박X규)

남

36

대학교 중퇴

조현병

20세

등록

B (유X용)

남

50

대학교 졸업

조현병

24세

등록

C (강X일)

남

36

고등학교 졸업

양극성정동장애

2006년

등록

D (하X이)

여

35

전문대졸업

양극성정동장애

2002년

미등록

G (정X석)

남

44

전문대졸업

조현정동장애

1997년

등록

(3) 분석결과
① 위기의 개념과 양상
가. 위기 발생의 원인
정신장애 당사자가 생각하는 위기 발생의 원인은 경제적인 빈곤, 과도한 스
트레스(신체적‧사회적‧관계적), 고립된 환경, 과도한 약물복용, 갑작스러운 단
약 등으로 도출되었다.
가) 경제적 빈곤이 주는 압박감과 사회적 고립
경제적인 빈곤은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빈곤상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당사자 A는 경제적 빈곤 상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곤 하였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도 깊어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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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나눠서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 그러면서 돈 빌리고 제가, 미치겠다니까요.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이 너무 안 돼요. (당사자A)

또한 당사자 A와 E는 경제적 빈곤 상태로 인해 집에만 머무르게 되었고 활
동 반경이 크게 좁혀지면서 그로 인한 고립감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
다. 이러한 고립감과 스트레스는 자살사고를 포함한 위기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경제적 빈곤은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저해하고 고립을 야기하며 결국
위기상태로 이어지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항상 집에 있는 것이 힘들다. 또 활동을 하면 수급비를 못
타는 것도 싫다. 활동과 수급비간에 고민이 있던거죠. 또 활동한만큼 수급비가 안나오는
현실도 싫었구요. 수급비 이상의 수입이 보장되면 하겠는데. 노력해봤자. 수급비보다 조
금 더 받는 상황이 그렇죠. 이걸 말하는 내 자신도 싫고요. (당사자E)
집에 있으니깐 우울해서 가려고 했는데. 차비가 없었어요. 집에만 갇혀 있다보니까 잡
생각도 많이 나고. 살기 싫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당사자A)

나) 생활상의 불안정과 스트레스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의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이
다. 참여자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무리가 된 상황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
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위기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당시 하루 운동만 2~3시간 했고.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공부했고. 먹는
것은 김치에 물 말아서 먹고. 밥에 물 말아서 김치에다 먹고. 영양결핍과 동시에 과도한
공부. 운동. 정신적, 신체적 무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온 것 아닐까 싶어요. (당사자B)
스트레스에요. 어쨋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그게 스트레스라면 그 행
동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고. (당사자A)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냥 보일 때도 있구요. 스트레스 심할 때 오면 정도가 심해요. 스
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증상이 올라오면. 피칠갑이 된 채 일상생활 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시선이 일제히 다 저를 향해서 무표정하게 쳐다보는 그런 증상까지 올라와요.(당사자D)

어떠한 큰 사건으로 인해 위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상의 해결되
지 않은 여러 사건들이 중첩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위기를 야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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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A는 ‘여러 개의 잔상’과 같은 스트레스가 위기를 유발한다고 답하였다.
게임에서도 안 풀리지. 집에 새도 키우는데. 새도 시끄럽게 굴면서 말도 안 듣지. 또 제가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을 못해요. 돈을 빌리고 갚고 그러는데. 많이 빌리면 갚아야 하는
데. 그거 아니었을 때도 그랬지만. 그걸 더 겪다 보니깐. 집에 뭐 사놓는 것도 없고. 시켜
먹을 수도 없고. 맨날 아침, 점심 굶는 건 기본이지. 저녁까지 굶다가 어쩌다가 어쩌다가
그러다가 옆집에서 뭘 가져다주거나. 이젠 안 가져다줘요. 같이 사는 형이 뭘 사준다거나
하면서 끼니를 떼우는데. 끼니를 떼울때도. 배고파서 뭘 먹고 포만감을 느끼고 활동을
해야 하는데. 굶는 상태에서 먹어도 정신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겹쳐요. (당사자A)

다)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긴장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에게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의 유형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였다. 그 중에서도 가
족이 당사자에게 정서적으로 긴장감을 주거나, 가족과 갈등 상황이 빚어졌을
때 당사자들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는 위기상황으로 이어졌
다. 당사자 C는 당사자가 스스로 ‘아무리 마음을 다스려도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위기상황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응답
하였다. 당사자 C의 경우에는 환경적 스트레스의 요인이 가족이었는데, 과거의
강제입원 경험 등으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이 깊었기 때문이었다. 당사자 D 역
시 가족들의 폭언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느낌이 들었고, 이는 자해를 포함한
위기상황으로 이어졌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가 옵니다. 어머니와 동생 포함해서. 동생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데. 이유는 제가 어렸을때부터 몸이 안 좋았고. 어렸을때부터 어머니 사랑
이 쏠려 있어서 그런지 4살이나 차이 나는데도 저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 켠에 25살 때쯤 퇴원하고 집에 있을 때 동생이 집에 있을 때 너같은 것 죽었으면 좋겠
다고 한 게 생각납니다. (당사자C)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청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도 주거를 당장 구하지
못해서 어머니 댁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런데 인제 저는 보통 로라반정이나 아빌리파이를
혹시 먹게 되면 (비상약으로) 먹는데 정확히 2주만에 먹어요. 멀쩡히 안 먹던 사람이. (가
족들이랑) 같이 있기만 해도. 내가 충분히 잘 잡아놔도. 청주에 1년을 넘게 있었는데. 올
라온지 2주 만에 약을 먹는 건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환경으로 오는 위기인 거죠.
(당사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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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나 할머니가 ‘니가 엄마보다 더 힘드냐고. 니 잘못인데. 어떻게 누워있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하고. … 저도 한계치가 온 거예요. 저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했고.
문 잠그고 약 그동안 그때 당시 먹었던 약이 하루 30일인데. 그 약을 며칠분을 다 털어넣
고. 거의 2~3주 분의 약을 털어 넣고. 손목을 그어버리고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그렇게
자살시도를 했는데. … 중환자실에 위세척하고. 손이 묶인 채로 깨어났어요. 그리고 잠깐
동안 실어증 비슷하게 말을 못 하게 됐어요. 한, 2~3주가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나
를 왜 살렸는지 원망하고 싶었는데. 대화도 안 되고. 또 이제 자살시도 한 것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고. 할머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 그런 거. 제가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
을 했는지는 생각을 해주지 않고. 그 상황이니깐 할머니하고 못 살겠더라구요. (당사자D)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도 당사자들의 위기에 영향
을 미쳤다. 당사자 D는 직장생활을 하던 도중 동료와의 관계에서 극심한 스트
레스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급격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람과의 관계 거리를 어떻게 둬야 할 지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힘들다고 오는 걸
제가 다 받아주다 보니까. 제가 녹다운이 되어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든데. 그 사람한테
힘들어 죽겠다고 말도 못하고. ‘저도 힘들어요’라고 몇 번 표시를 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결국엔 뒷목 잡고 쓰려져버렸어요, 그게 케어가 안 돼서. 회사에서 쓰러져버렸
어요. 난리났었는데. … 정신을 잃어서 5~10분 정도 의식이 없었대요. 119를 부르네 마
네. 건들지도 못 하고. 파르르르 떠니깐. 간질 온 것처럼은 아니고. 눈동자 파르르 떨리
고. 숨 몰아쉬고 그러니까 건들지도 못하고. (당사자D)

라) 환경 및 생활패턴의 변화
환경이 바뀌거나 자신의 생활패턴이 변화하는 경우도 위기를 야기한다. 당사
자 C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잠시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 생활패턴
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인해 위기의 단계를 밟게 되었다고 밝혔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하셔서 집에 오시면 11시에요. 저는 사이클이 10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는 걸로 1년 넘게 연습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11시에 오시면 강제적으로 11시,
12시까지 못 자요. 당연히 수면 밸런스가 깨지고. 그게 일할 때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구하니깐.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되잖아요. 하루만에요. (당사자C)

마) 과도한 약물 복용
많은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일상적으로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지만 약물을
과도하게 복용하였을 경우에는 신경학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약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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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복용에 의한 위기는 정신장애인이 일상적으로 겪는 위기 양상과 크게 차이가
없어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당사자 B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황 파악과 진료
를 통해 당시 겪었던 위기 상황이 ‘약물로 인한 쇼크’였음을 알게 되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아예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질환이 와 버린 거예요. 신경이 데모를 일으킨 거죠. 허벅지 속 뼈에서 스물스물 벌레 기어
가는 느낌이 와요. 하지불안증이라고 하는데. 언제 나타나냐면 밤에 자다가 나타나요. 사람
미쳐버립니다. … 약을 좀 다르게 다시 다시 고칠 수 있게 이렇게 약을 지어줬는데 4일
연속 제가 약물쇼크를 일으킨 거예요. 4일 연속 ▢▢▢병원을 갔죠. 어떤 쇼크냐면 어버버
버버버법버버버버버버법버버이이이이이이이잉이일구 이런 식으로. (당사자B)

바) 갑작스러운 단약
반대로 갑작스럽게 단약한 경우에도 정신과적인 위기가 발생한다. 당사자 E
는 갑작스러운 단약으로 인해 위기를 2번 정도 경험하였고 그 외에도 직접적으
로 단약한 것은 아니지만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가 약물이 모두 배출되는 과정
에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단약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디톡스 다이어트로 약물을 배출했기 때
문에요. 저도 그땐 단약이라고 인지하진 못했죠. … 2박 3일 정도 약을 안 먹었을 뿐이
지, 하지만 디톡스 할 때 제 몸은 단약 상태가 된 것 같아요. … 그 (다이어트) 약이 내
안에 고인 약물까지 비웠다. 저의 경우엔 그게 응급상황이 된 거죠. (당사자 E)

나. 위기의 양상
당사자 E는 “정신장애인마다 위기상황은 천차만별”이라고 말한다. 당사자들
이 경험한 위기 중 공통적인 요소도 있으나 사람의 성향과 삶의 경험 등에 따
라 위기의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가) 기분의 저하 및 예민함, 불안감
당사자 A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첩되면서 위기가 발생하면 우울감과 스트
레스, 분노와 짜증이 늘어난다고 답하였다. 당사자 C 역시 ‘신경질적’이 되거나
‘예민해짐’을 느낄 때에 위기가 시작되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당사자 E는 ‘불안
감’ 또는 ‘좌불안석’의 현상이 위기상황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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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감도 커지고 스트레스도 많고 괜히 소리 지르고 화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겹쳐와요.
그게 확 겹쳐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겹쳐오거든요. (당사자A)
일단 스스로가 예민해진다고 바로 느껴져요. 가족이랑 있을 때. 신경이 예민해진다든지.
근데 그게 가족이랑 있는 공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공간에 가도 이어져요, 신
경이 날카롭고 예민해짐이.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사자C)
[예민해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평소에 예를 들어 누가 저한테 농담으로 하
는 걸 잘 받아들였다가, 똑같은 농담인데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든지 목소리가 커진다든지
그런 게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없을 때는 그냥 장난이구나 하고 넘기는데. 그게 안 되는
걸 본인도 알아요. (당사자C)
불안, 불면증이 심해지죠. … 더 심해지면 한 자리에 몸을 못 누이는 거죠. … 그런 좌불
안석 증세가 심해지는 거죠. … [불안증이라는게 뭘까요?] 자꾸 같은 자세로 못 있고. 뒤
척이고. 심장이 빨리 뛰고.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어야 하는데. (당사자E)

나) 불면
많은 당사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중 불면증을 꼽았다. 당사
자 E는 낮에는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지만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사자 D 역시 잠이 잘 오
지 않거나 잠에 들더라도 자주 깨는 등의 수면장애를 경험하였다.
그때는 주로 불안증과 거의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있었어요. … 주로 잘 때 힘들었어요.
낮에는 잠도 안자는 것도 아니니깐. 좀 나은데. 낮에는 친구도 만나고 사회생활 했으니
깐. (당사자E)
자려고 해도 잠도 안 오고. 잔다고 해도 금방 깨고 그러니깐. 수면이고 뭐고 규칙적인
생활이 전혀 안되는 거예요. (당사자D)

다) 과도한 감정
당사자 B와 E는 위기를 경험할 때에 자신감, 행복감 등이 밀려오는 등 감정
의 고조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당사자는 평소 모습과 다른
말이나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그거 증상이라고 하긴 그런데. 나는 조현병 오면 따발총이 되버려요. 행복함이 너무 커지니
깐. 자신감이 넘치니깐. 내가 소심하고. 수줍고 과묵하고 그런 성격인데. 그런 성격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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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니깐. 있는 힘껏. 아니 내 맘대로 떠드는 거예요. (당사자B)
감정이 끓어오르더라구요. 일본을 정복하자 이런 생각. 단톡방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당사자E)

라) 기본적 욕구해결의 어려움
위기 상황은 당사자로 하여금 필수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기도 한다. 당사자 A와 D는 위기 상황 속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로 인해 신체적인 건강도 악화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우울감, 자책감과 같은 기
분 저하와도 관련이 있었다. 정서적인 어려움과 무기력감이 당사자의 필수 활
동을 저해한 것이다.
맨날 아침, 점심 굶는 건 기본이지. 저녁까지 굶다가 어쩌다가 어쩌다가 그러다가 옆집에
서 뭘 가져다주거나. 이젠 안 가져다줘요. 같이 사는 형이 뭘 사준다거나 하면서 끼니를
떼우는데. 끼니를 떼울 때도. 배고파서 뭘 먹고 포만감을 느끼고 활동을 해야 하는데. 굶
는 상태에서 먹어도 정신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A)
3년 전에 외가에서 살다가 도저히 스트레스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따로 독립을 해서
나갔는데. 저 혼자서 사는 게 컨트롤이 안되는 거에요. 식사 조절도 안되고. 수면도 조절
이 안되고. 병원 가서 약만 받아오고. 영양 불균형도 오고. 신장 문제도 생기고. 병원에서
입원 권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절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깐. 강제로라도 밥을 먹이고
재울 사람이 없으니깐. (당사자D)
우울감도 깊어지고 자책감도 깊어지니깐.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 그냥 진짜 정말 최소한
의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수준. 하루에 200미리짜리 우유 하나 먹고 끝이고. 어떨 때는
안 먹을 때도 있고. 침대에 죽은 듯이 누워있으면 화장실 가는 걸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송장처럼 눈만 뜨고 있고. 자려고 해도 잠도 안 오고. 잔다고 해도 금방
깨고 그러니깐. 수면이고 뭐고 규칙적인 생활이 전혀 안되는 거예요. (당사자D)

마) 비현실적인 사고
당사자 B와 E는 위기상황에서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답변하였다.
당사자 E의 경우에는 라디오나 TV와 같은 언론 매체에서 끊임없이 본인에 관
한 이야기를 보도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하였고, 당사자 B 역시 TV 속 인
물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한 사고를 한 적이 있었다.
그와 동시에 제 몸 상태가. 조울증과 조현증이 동시에 발현한 것 같아요. 지금도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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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블로그의 글을 읽고 나를 소재로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밖에 나가는 것도 힘
들고. 아침저녁으로 약을 많이 먹는것도 힘들고 몽롱한 상태에요. (당사자E)
느닷없이 텔레비전을 보니깐 문재인 대통령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네. 망상이죠. 트럼프가
내가 한 말을 하네. 이런 망상이 와요. (당사자 B)

이러한 비현실적인 사고 역시 비일상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당사자 E는 라디
오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리기도 하였고, 당
사자 B 역시 비현실적인 사고로 인해 ‘혼자서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고 말했다.
(라디오가 저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사연을 만들어서 웃는 거예
요. 라디오에서. 그래서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친구들에게 단톡으로 말하니까. 친구
들이 약 먹으라고 하니까... 난 지금도 라디오에서 내 이야기가 캐치가 되는 거죠. (당사
자E)
내 생각에는 지금이 오늘이 수능일이고. 내가 수능시험문제를 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수능 출제를 하는 거에요. 뭐 쓰지도
않고. 내가 기타치는 자세를 하면 수능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거에요. (당사자B)

바) 극심한 환각
당사자들은 위기상황에서 경험하는 가장 힘든 유형을 극심한 환각으로 꼽았
다. 조현병 진단을 받은 연구참여자의 경우 대체로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하게
되는 경험을 환시, 환청과 같은 환각 증세라고 답변하였다. 위기 상황이 아닐
때에도 일상적으로 목소리가 들리거나 무언가가 보이는 등 환각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환각 증세가 극심해져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화성인이 낙하산을 타고 옆집 옥상으로 내리더니 사다리 계단 있잖아요. 90도에서 틀림
없이 내려온 거예요. 내 앞에 선생님하고 똑같이 까만 옷 입은 사람이 0.1초만에 까만
새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주 완전 조현병이 환시, 환청 다 걸려버린 거죠. (당사자B)
저는 많은 증상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피투성이가 되어 보이고
조금 심해지면 어머니가 피투성이로 나중에는 좀 더 악화 되어서 모든 사람이 피투성이
가 되는 것입니다.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까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 냄새까
지 나서. (당사자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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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타해 위험을 동반한 응급
때로 위기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채 악화되면 종국에는 자타해 위험을 동반
한 응급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사자 A는 자살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있
었고, 당사자 D는 극도의 우울감과 죄책감으로 인해 실제로 이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사자 B는 주거시설에 누군가가 침입했다는 환각 증세로 인해 본인과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들었으나 이것이 타해 위험으로 간주 되어 강제
입원을 경험하기도 했다.
마지막엔 자살 생각이 많이 나죠. 그냥 죽고싶다라던지. (당사자A)
내가 왜 살아야 할까. 뭐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거지. 거기 플러스 저 같은 경우는 사고
이후 죄책감이 커서. … 수면이나 식욕 문제뿐 아니라 뭔가 조금이라도 더 생각이 위험해
지면 자해도 수시로 했었거든요. 자해, 자살 시도. 입원 전에 자살시도 해서. … 수시로
살아갈 가치가 없다. 나라는 존재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자꾸 반복적인 자해
활동이 계속되고. 심해지면 응급실 가서 몇 바늘 꼬매고 오고. 또 자해하고. (당사자D)
내가 청소하면서 우리 동료들 방에 있었는데. 화장실에 사람이 없는데. 똑똑 노크하니깐
안에서 똑똑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거시설) 사람들은 다 나와 있는데. 그럼
화장실에 있는 사람은 도둑이나 강도잖아요. 내가 싱크대에서 칼로 문을 열어요. 아무도
없는 거야. 환청인 거야. 이 광경을 목격한 다른 동료들이 무서워서 (같이) 못 있겠다 하
는 거죠. (당사자B)

아) 급성
한편 당사자 B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 대체로 단기간에 이루어진다고 응답하
였다. 이에 ‘급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저는 급성이라고 붙였어요. 순식간에 와버려요. 일주일 안에 모든 증상이 왔다가 2주 안
에 약 먹으면 사라져요. (당사자 B)

다. 위기의 수준
당사자 C는 심하지 않은 위기는 누구나 대처할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였을
때에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위기는 갑작스럽고 급성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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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으며, 위기의 에피소드마다 그 정도의 차이도 존재한다.
가) 당사자 A
당사자 A는 위기 초반에는 ‘이유 없이 짜증’나는 감정을 경험하다가 점차 ‘불
면증’, 마지막에는 ‘환각 또는 망상’, ‘혼잣말’, ‘자살사고’로 발전된다고 하였다.
초반은 그러니깐 이유없이 짜증나고. … 그러고 난 이후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불면증이
시작하고. (당사자A)
그러면서 이제 환청. 환청은 옛날에는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으니깐 환청은 말
고. 주로 망상. 복합적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망상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면이 클 거예요. 그러면서 혼잣말이 많아지고. 집에서 중얼거린
다든지 나가면 중얼거리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 형하고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인
데도 나 혼자 중얼중얼. 길 가다보면 한 번 쳐다보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부분도 몇 달
그랬고. (당사자A)
처음에 시작하게 된 낮은 경우는 스트레스와 짜증이고. 한 단계 높아지면 불면증. 마지막
엔 자살 생각이 많이 나죠. 그냥 죽고싶다라든지. (당사자A)

나) 당사자 B
당사자 B는 약간의 망상이 느껴지면 위기가 도래했음을 직감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럴 때에 응급시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을 임의적으로 복용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위기가 해결된다고 하였다. 반면에 응급 약물
을 복용했음에도 잠이 오지 않거나 환각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
다. 이럴 경우에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되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느닷없이 텔레비전을 보니깐 문재인 대통령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네. 망상이죠. 트럼프가
내가 한 말을 하네. 이런 망상이 와요. 위험을 캐치하죠. 바로 조현병 약을 한 개 더 먹어
요. 조현병이 필요 시 보급약이라고 응급약을 주는데 한 달분도 줘요. 그런데 그걸 많이
먹으면 문제가 와요. 망상이 왔네 하면 약을 먹어요. 처음에는 딱 낫거든요. 거의 99.9%
나아요.… 그런데 조현병 약을 먹었음에도 잠이 안 오는데. 코끼리 수면제. 졸피뎀 있잖
아요. 그 한 달 약이 있는데. 그걸 먹고 그렇게 대부분 끝나는데. 저는 망상이 오고. 잠이
안오고. 환청이 들리고. 그 다음에 점점 심해지는 거죠. (당사자B)
제가 아니깐. 아 나는 이런 계통이라는 것을 아니깐. 필요시 복용약을 지어와서 막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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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거예요. 망상 왔다고 하면 먹어버리고.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먹고. 마지막 순간
은 김정은이 나에게 미사일을 쏴서 1초 위에 미사일이 떨어진다. 0.3초 후에 나 죽는다.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극도의 공포감. 그 때 나는 교회 목사님에게 가거나, 경찰서로 달
려가죠. 살려달라고. 슈퍼사장님이나 돌집 원장님에게 하거나. 원장님 없으면 대체근무자
에게 한 적도 있고. (당사자B)

다) 당사자 C
당사자 C는 위기가 도래하였을 때 가장 먼저 예민해졌음을 느낀다. 이 때 느
껴지는 예민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소보다 오래 지속된다. 이렇게 심하
지 않은 위기 상태에서는 주치의에게 약물 조정 등을 의논하거나 간단한 상담
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대개 심한 위기로 이어졌다.
일단 스스로가 예민해진다고 바로 느껴져요. 가족이랑 있을 때. 신경이 예민해진다던지.
근데 그게 가족이랑 있는 공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공간에 가도 이어져요. 신
경이 날카롭고 예민해짐이.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사자C)
심하지 않은 위기랑, 위기 직전에는 약물조정을 주치의에게 가서 그때그때 갔던 것 같아
요.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예민함을 동반하니깐. 이젠 그걸 느껴요. 예전에는 놓쳤는
데. 그래서 재발로 이어졌는데. 이젠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나 내가 어느정도
예민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졌다고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때는 예전엔 좀 주치의 선생님
한테 숨겼는데, 약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젠 예약 잡고 가서 이러이러한데 혹시 약을 추
가해야 하냐, 아니면 상담만 간단히 요청하는 그런 식으로 넘겨요. (당사자C)

라) 당사자 D
당사자 D는 입맛이 없어지거나 악몽을 꾸는 경우에 위기임을 인식한다고 말
했다. 이럴 경우 대부분 현실과 환상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위기 상황임을 인
지하게 된다. 당사자 D는 위기 상황에서 주로 사람들이 피투성이를 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위기의 수준이 점점 심해질수록 환각의 정도도 심해진다고 하였다.
입맛이 없어지고 악몽을 꾸면 이게 지금 위기구나라고 인식을 했고. 그 이유는 현실과
환상이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당사자D)
어느정도 구별은 돼요. 처음은 어딘가에 비치는 제 모습이나 어느 순간 딱 봤을 때 피가
묻어있구나 하면. 어, 또 이런다. [초반에?] 네. 손을 닦는 행동을 한다든가 하다가. 심해
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고. 아, 이게 좀 위험한데. 이거 오래가면 안 되는데 하고. (당
사자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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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들 웃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소음이 뚝 끊겨요. 뭐지 하고 보면. 다들 피투성이로
무표정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러면 저는 피하는 것 밖
에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최대한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옥상으로
올라간다든지. (당사자D)
쳐다보면서, 피 냄새까지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서 최대 위기치로
왔던 게. 지하철 소리가 비명소리, 사이렌 소리와 오버랩 되면서. 사고 때 환상통까지 올
라온 적이 있어서. (당사자D)

라) 당사자 E
당사자 E는 심하지 않은 위기 상태에서는 주로 불안과 불면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점차 위기의 수준이 심해지면 불안의 수준도 높아지고, 가장 위기 상태
가 심해졌을 때에는 환각과 망상 등 조현병의 증상이 심해진다고 답변하였다.
당사자 E는 평상시에도 조현병의 증상을 경험하고는 있지만 위기의 가장 심한
단계에서 경험하는 조현병 증세는 스스로가 조정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말했다.
불안, 불면증이 심해지죠. 1단계에선. (당사자E)
더 심해지면 한 자리에 몸을 못 누이는 거죠. 제가 어디 가면 드라마, 영화를 좋아해도.
내가 어떻게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좌불안석 증세가 심해지는 거죠. (당사자
E)
그럼 3단계 정도가 되면. 3단계까지 겪어보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조현증이 나타나는
게 3단계 같아요. 조울증이나 불면증은 제가 약물 도움 받아서 커버가 되는데. 조현증은
23년 전 초반 처방처럼 받고 있으니깐. 너무 힘들어요. (당사자E)
지금도 하루 한 두 번씩 AI스피커가 나를 감시하는 수단, 조롱하는 수단이란 생각이 들
고. 그래서 갑자기 키고. 갑자기 끄곤 해요. [그럼 이 상태가 극도로 불안하고 티비, 라디
오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건 3단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조정이 안되니깐.
저는 진단명으로 불리고 싶지 않은데. 조현증은 정말 힘든 증상인 것 같아요. (당사자E)

② 위기의 지원과정

가. 위기지원 주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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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족의 발견 및 지원
당사자의 가족이 당사자의 위기 상황을 가장 처음 발견하거나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가족은 당사자의 위기를 자주 처음으로 접하면서 당사
자에 대한 편견과 불안감이 커져갔다.
약 짓거나 그럴 때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랑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위기지원
은 가족들이 해주는거죠. 정신적 데미지도 가족들이 입을 것 같아요. 위기가 올때마다
부모님도 불안해지셨고. 왜 약을 안 먹었냐고 낙담하시고. (당사자E)
그렇게 한 번 가고나서부턴 머리에 인식이 되신거죠. 쟤는 정신병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생각과 동시에 병원에선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깐 한 편으로는 시간을 두고
나아지지 않을까 햇는데 몇 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으니깐 무시하고. 포기하고. 알아서
되겠지. 그런식의 말투와 그런 것 때문에 위기가 두려웠어요. 암흑 같기도 하고. (당사자
A)

이러한 가족의 반응은 대개 당사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사자 B는 제대로 된 밥 한끼만 먹어도 이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
고 말했지만, 가족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입원해야 했다. 당사
자가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가족은 ‘증오에 찬 눈빛(당사자 B)’으로 당사자를
바라보기도 하였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가족에게 토로하고 싶어도 가
족은 ‘입원에 대해서만 이야기(당사자 E)’를 하였다.
내가 하도 희안한 행동을 하니깐. 나는 밥만 먹으면 끝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나는
어버버 하고 있으니깐 형이 열 받잖아요. 그러니깐 형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고 하면
서. 부대찌개 사주고. 그 다음날 코로나 검사 받고. 그 다다음날 병원에 입원한거죠. □□
병원에 입원한 거죠. (당사자B)
(위기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가족들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 너 요양원, 병원
가야 한다고 하니깐. [가족들에게 이야기 했을 때 주로 반응이 병원인 거예요?] 진짜 그
렇죠. 입원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럼 저는 내가 동의 안 하면 못 간다고 이야기
하고. (당사자E)

당사자 B는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가족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
다. 당사자 B는 가족들이 ‘색안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고 당사자 C 역시 가족들
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인해 강제입원 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때로는 ‘말을 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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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입원을 당하기도 했다.
이젠 가족을 못 믿겠어요. 우리 가족이 내가 3개월 입원했을 때도 형이 나를 절대 안
꺼내준다고 했어요. 결론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꺼내준 거구요. 우리 가족들이
다 색안경을 끼고 나를 보고. 나를 물건 취급해요. 이런 형제들에게 내 인생을 어떻게
맡겨요. 나를 수용소로 보낼 수도 있는데. 나는 후견인을 원하는데. 지금은 가족이지만.
(당사자B)
첫 발병 때 이미지를 보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판단하시는 거겠죠. 그것도 있고. 일단 말
을 안 들으면 보통 가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말하는 기준에. 그리고 수급권 넘어가고
나서는 더 꺼내줄 이유가 없죠. 병원비가 안 나오는 데 왜 꺼내줘요. 수급자는 병원비
안 내거든요. 그럼 계속 무기한으로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깐 한 병원에서 2년6개월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머니 입장에선 자신의 손을 타지 않고. 병원에서 다 해주니깐 더
편하고. 그러니깐 2년 6개월 병원 가둬져 있고. 옛날에 6개월이 만기였을 때는 밖에 나
가서 24시간 있고 다시 입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6개월, 6개월, 6개월.. 4번을. 하루
만 집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6개월 가두고. 그럼요. 제 의지와 관계없죠. 저에게 선택권을
안 줬잖아요. 아무리 울부짖고 해도 그걸 안 들어줘요. 그게 됐으면 그렇게 안 갇혀있죠.
당사자에겐 자기결정권이 없어요. 부모와 의사에게 있지. 자기결정권은. 그러니깐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2인에서 1인으로 바뀌었고.
만기입원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관행시스템은 비슷할 거예요. 하루만
내보냈다가 들여보내면 똑같으니까. (당사자C)

한편 당사자 C는 지지적인 가족으로 인해 오히려 강제입원의 경험이 없다고
말하였다. 가족이 지지적인 경우에는 최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서적
인 지원을 많이 받기도 하였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물론 저희 어머니가 계셨을 땐 지지치료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강제입원의 경
험은 없어요. 어머니가 끝없이 설득해서 동의입원을 했는데. 강제입원 경험은 없는데. 어
머니까지 없으니깐 저를 지지해줄 사람이 전혀 없으니깐. (당사자C)
집에 오래 있다. 애가 집을 안 나가고 오래 쳐박혀 있다 하면. 엄마랑 어디 놀러 갈까.
그런 식으로. 주변에 많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 어머니가 정말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
고. 안 나가려고 하면. 최대한 나가게 해주고. 놀러 갈래, 영화 보러 갈래. 계속 말 걸어주
고. 안 되겠다 싶으면. 병원가자. 엄마랑 병원가자. (당사자C)

나) 이웃에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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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사자 B는 홀로 거주하는 동안 위기가 발생하여 주변 이웃에게 도움
을 요청해야 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이웃이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등 적합한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그렇죠. 핸드폰 열고 비밀번호를 쳐야 하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린 거야. 119도 못 치니
깐. 동네 24시간 슈퍼에 가서 119 쳐달라고 선생님 이이일일구구좀 쳐달라고 이렇게 떨
리는 목소리로 이야기 한 거야. 두 번째도 또 그러니깐. 사장님에게 또 그랬어요. 그랬더
니 사장님이 진상 취급하고 쫓아내더라구요. 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죠. 그래
서 응급실 갔고 세 번째 날도. 그렇게 가니깐 사장님은 미친놈 취급해불고. (당사자B)

다) 경찰의 개입
주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개입한 적도 있었다. 초반에는 경찰이 당사자 B
의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경찰이 수 차례 찾아왔을 때 당사자
B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 근방을 뺑뺑 도는데. 언제까지 돌았는지. 최소한 1박 2일, 2박 3일인지 몰라요. 경찰
이 2~3번 왔더라구요. 신고하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구요. (당사자B)
결론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2번째인가 3번째인가 왔을 때 나 도와달라고. 집에 보
내달라고 말해야 하는데. 경찰 앞에서 경기를 한거에요. 1박2일, 2박3일 돌아서 그런가
쇼크가 온거에요. 내 기억으로만도 경기를 했어요. 앰블란스를 타는데. 머리 조심하라 이
런 말을 들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우리 형이 눈 앞에 탁 있는거에요. 우리 형이 찾아온거
에요. 우리 형이 와 가지고. 누나 집으로 다시 데리고 갔죠. 하룻밤 재우고. (당사자B)

라) 동주민센터
당사자 D는 두 군데의 동주민센터를 경험하였는데, 적절한 지원을 해 준 곳
이 있었던 반면 어떠한 지원도 제공해주지 않았던 곳도 있었다. □□동에 거주
할 당시 당사자 D는 정기적인 방문과 연락을 통해 관심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었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동의 주민센터에서는 정기적인 방문과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형식적인 방문만 일회성으로 하고 난 뒤 특별한 지원과 관심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동에 살고 있었거든요. 사고나기 전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도 아팠는데. 그땐 동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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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한 달에 한 번 가정방문 간호사님. 그 분이 한 달에 한 번 찾아왔어요. … □□동
에 있을 때는 1달에 한 번씩 복지사님이랑 간호사님이 제 상태 확인하러 오셨고. 제 상태
가 안 좋아지니깐. 저만 차상위가 되도록 지원해주신 거거든요. 그때 아현동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상태 확인하고 나가고. 병원비가 많이 드니깐. 엄마 버는 것에 비해서. 저만
의료차상위로 등록될 수 있게 도움 주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죠. 한 번씩 찾아오시는 게. 병원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니깐. 의료차상위로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복지지원을 해주시려고 도움을 주시고. 어쩌다 한 번 뭐 동사무소에
서 쌀 가지고 가라고 하면. 한번 가면 딱 보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요새는 많이 괜찮으세
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 그 얼굴을 일일이 기억해서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런 관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당사자D)
저희 쪽 △△동사무소는 친절하진 않아서. 제가 수급을 신청하고. 왜 일할 수 없는지 정
신과 진단서를 끊어가고. 집도 한번 방문하고 끝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그런 정보 없냐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국비지원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깐. 그걸로 나 입
원할 수 있게 필요한 서류를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 집에 수급권자 확인하면서 얘가
여기 실거주자인지. 집 검사하는 것. 그 월세 그거 그거. 주거 급여주려고 한번 오고 한
번도 안 왔어요. 지금도 물론 저만 수급권을 끊고 어머니 것만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3~4개월에 전화 한 번 올까 말까. (당사자D)

마) 주거시설
당사자 A는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위기 상황에서 특별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주거시설에서 주변의 자원들을 연계해주기를 희망하
였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사자 B는 주거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응급입
원을 당했던 경험이 매우 부정적으로 기억되었다고 답변했다. 당사자 B가 위기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화나 이해의 노력
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주거시설 종사자와의 갈등이 깊어져 시설에서 퇴소
하였다.
근데 나는 거기서는 주거시설에서 해주는게 없어. 주거시설에서는 쉬라고 하던지. 정신과
약을 준다던지. 거기서 연결된 기관이 있어서 상담을 한다던가 지원을 한다던가. 그 당시
엔 전혀 없었어요. (당사자A)
내가 너무 열받잖아요. 내가 도둑놈 온 줄 알고 그랬는데. 나를 응급입원 시킨게 너무
열 받는 거에요. 내가 원장에게 욕했어요. … 그러니깐 당신과 나와 인연 끝났다고 쫓아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혼자 독립한거에요. (당사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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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병원 이송 및 입원
당사자들은 대부분 위기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입원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강제입원을 당한 적도 있었지만 스스로 자의입원을 택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러나 병원에서의 치료 경험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병원 입원 시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억압적인 병원
규율, 강제적인 치료 방식, 열악한 시설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이
었다.
(가) 억압적인 병원 규율

대부분의 병원, 특히 폐쇄병동은 복잡하고 억압적인 규율을 가지고 있었다.
당사자 B는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해 하지불안증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 고
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걸어다녀야 했다. 간호사로부터 10분 간 걸을 수 있는
시간을 겨우 허락 받았지만 그 광경을 본 보호사에게서 억압을 당하였다. 당사
자 D는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외출이나 외박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으며 혼
자 매점도 이용하지 못했다.
그런데 거기서 하지불안증 약을 안주는 거에요. 제가 간호사에게 하지불안증 왔습니다.
나 취침시간 자야 하는데. 나 걸어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깐 간호사가 신경도 안 써.
내가 하도 조르니깐. 그럼 10분 줄테니깐. 간호사에게 10분을 얻어서 다 잠자는 시간에
난 10분을 달라고 하니깐. 보호사가 나보고 야 이새끼야 왜 안들어가. 그러면서 술래잡
기 하면서 설명을 했죠. 내가 뛰어다니면서 간호사가 10분 줬다고 하니깐. 보호사가 확
인해보더라고요. 그래서 10분은 걸어다녔어요. (당사자B)
근데 입퇴원이 자유로운 부분에선 보호자가 없는 게 나은데. 근데 중간에 외출이나 외박
이 필요하면 개방이 전혀 안 돼요. 폐쇄병동은 혼자 매점도 못 내려갔다 오고 일주일에
한 번 의사랑 단체로 산책하는 날 말고는 병실에서 못 나가요. 병동 하나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당사자D)
(나) 강제적인 치료 방식

치료 방식 역시 대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 당사자 B는 입원해 있는 동안
아주 많은 양의 약물을 복용 및 투여 당하였으나 그것이 어떤 종류의 약물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듣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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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강제로 입원이 된 거에요. 그땐 ■■병원이라는 곳인데. 처음에는 응급실 갔다가
병원에 갔는데. 신경안정제, 수면유도제 4통을 맞았나. 1리터씩 4개를 맞고. 며칠인지는
기억이 잘 안나고. 지혜병원으로 응급입원 시켜서. 증상이 없으면 퇴원시켜야 하는데. 퇴
원까지 3일인가 4일 지켜보는데. 3일인가 4일동안 신경안정제, 수면유도제. 지혜병원에
서는 무슨 링겔 놔줬는지 모르는데. 계속 맞고 있었어요. (당사자B)
(다) 열악한 시설 환경

당사자들은 병원의 시설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하였다. 당사자 A는
병원이 답답할 뿐만 아니라 시설 환경 자체가 낙후되어 있거나 열악하다고 하
였다. 이러한 이유로 정서적인 긴장감이 더욱 높아져 결국 위기 상황이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아닌데도 스스로 퇴원을 선택하였다. 당사자 D는 병원 내에 혼
자만의 공간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사자 D는 증상이 심하게 올라올 경우
개인 공간이 있어야 증상이 안정될 수 있는 반면 치료를 하러 병원에 가도 많
은 사람들과 공동의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이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언
급하였다.
병원 자체가 이상해요. 병원이 너무 답답하고. □□병원이 노숙인도 들어오고. 환경도 지
저분하고. 그래서 못 있겠더라고. [안 괜찮아졌는데. 퇴원하고 어땠어요?] 그냥 쉰 거지.
나아졌다고 할 수 없어요. 잠깐 증상이 가라앉은 것뿐이지. 잠재 되어 있는 거지. 계속
불안하면서 산 거지. (당사자A)
저는 조금 약간 증상이 심하게 올라오면 혼자 있어야 해요. 저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병
원이 힘든 게 개인 공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것. 병원에서 약을 받고 컨트롤이 되고. 치료가
되도. 제 개인공간이 없다는 것은 힘들어요. 전 저만의 개인공간이 있어야만 진정이 되는
스타일이라. (당사자D)
(라) 지역사회와의 단절

위기 상황마다 병원에 입원하였던 당사자들은 매번 지역사회와 단절되는 경
험을 하였다. 특히 병원 바깥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지역사
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가는 기분이 들게 된다. 당사자 E는 이러한 경험을
‘섬에 있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였다.
저는 보호자가 없으니깐. 외출-외박을 못하니깐. 같이 있어야 해요. 제가 자타해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책도 안 되고 퇴원하기 전까지는. 맘대로 못하는 거죠. 한달 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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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당사자D)
폐쇄병동은 낙오되고 동떨어진 느낌이고. 외래는 바깥 풍경도 보고. 내가 사회 속에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동떨어지고. 섬에 있는 느낌을 크게 받았거든요. 이번 10일도 그랬고.
23년전 9달도 그랬구요. (당사자E)

사) 병원 외래
(가) 약물 중심적인 치료 방식

병원에 입원한 경우 경험하였던 치료 방식은 외래를 통해서도 자주 경험되
었다. 약물 중심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졌고 위기가 느껴진다고 호소를 하여도
약물이 증량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치료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병원 가서 이야기 해봤자 달라질 것 없고. 약은 점점 바뀌는데. 바뀌고 나서도 약은 이대
로 진행해보자 그러고요. 그걸 먹고도 변화를 솔직히 많이 체감을 못하겠어요. 정신과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고통 때문에. 어 떨때는 칼로 찌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차에 뛰어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당사자A)
약을 조정할 수 있게 됐고. 그 전에는 30~40알씩 먹었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보고 그렇
게 먹다가 너 죽는다고. 간에 손상난다고. 병원에 쫓아와서 이야기 하고. ▢▢병원에도
악명 높은 의사가 있어요. 증상이 나타나면 약을 올려주는. 이 약 때문에 식은땀이 난다
고 하면 식은땀을 방지하는 약을, 이 약 때문에 손 떨려요. 그러면 약을 빼주면 되는데.
손 떨림을 방지하는 약을 주고. 그렇게 30알 가까이를 털어서 삼키니깐. 복약지도서가
따라오니깐. (한번에 30은 아니죠?) 아침약이 10알, 저녁약이 20알이에요. (당사자D)
(나) 치료자의 억압적인 태도

또한 당사자 D는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치료자의 억압적인 언행
에 또 한 번 더 상처를 받기도 하였다.
이번에 증상이 심해져서 힘들다고 하니깐. 이젠 완전히 정신병자 되셨다고 하는거에요.
저는 그 전에는 약도 많이 줄여주시고. 저랑 굉장히 잘 맞는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없던
증상이 아닌데. … 자꾸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깐. 의사선생님과 감정적 마찰을
일으켜서. 자꾸 환상이며 망상인데 그걸 왜 구분을 못하냐. 의사선생님이 전문대졸인데
판단능력이 없냐고 하시고. 사실 좋은 분이세요.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만
유독 저한테 히스테리성 전환반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환자역할에 빠지지 말라. 그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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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미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저도 제가 조현병이 아닌걸 아는
데. 이게 환상인건 아는데. 인식을 하는데도 이길 수 없어서 도움을 청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깐. 마음이 힘들더라구요. (당사자D)

아) 동료지원
당사자 A는 동료지원을 통해 특별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지
만, 당사자 E는 위기를 경험하였을 때 동료지원가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상
당히 많이 찾을 수 있었다. 또한 해당 당사자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기쉼터를 단기간 이용하면서 증상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동료들의 이해, 공감, 그리고 지지였다고
말했다.
동료상담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사자A)
▢▢▢에서 동료지원을 받을 때 너무 따뜻하고 고마웠어요. 내 얘기를 진짜 하나도 의심
안하고 들어주더라구요. 공감해주고.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당사자E)
내가 처음 갔을 때 느낌은 일단 따뜻한 동료들의 지지, 난로, 이불이 있어서 잠을 한 1박
2일정도 못 잤거든요. 잠이 안 오는 상태가 왔어요. 잠깐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포근하
더라구요. (당사자E)
[그럼 계시는 동안 위기의 수준이 낮아지셨나요?] 정말 내 마음이 동료들에게 완전히 의
지를 한 것 같아요. 일주일 한 번 오는 날만 기다려지고. 집안 식구들에게 이야기 하면
병원가야 한다, 약 먹어야 한다 그러고. 동료지 지가 위기지원에 있어서 가장 큰 키워드
같아요. 공감과 지지. (당사자E)

공식적인 동료지원 이외에도 당사자이면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
람으로부터 위기 상황에 많은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당사자 D와 E는 연
인 역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당사자인데, 많은 공감과 대화를 통해 위기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내가 정말 심각해지면 남자친구한테 오빠 우리 사람 없는 데로 놀러갔다 오자. 남자친구
어머니 시골집이 양평에 있는데. 정말 시골 동네 맨 끝집이라 정말 주변에 계곡밖에 없어
요. 계곡이랑 산 밖에. 한 번씩 정말 심해지면 오빠 양평 갔다 오자고 하고. 한 번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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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쉬고 오고. … 남자친구도 당사자예요. 그래서 많이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컨트롤
도. … 거의 남자친구가 컨트롤러 역할을 해주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자해습관도 없어졌
고. (당사자D)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제 여자친구인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당사자니깐. (당사자E)

자) 전문가의 지원
한편 당사자 B는 꼭 동료지원가가 아니라도 자신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
는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에서 활동하고. △△에서 서포터즈도 하고. 바쁘긴 해요. 그런데 진짜로 위기 왔을
때 내가 기댈 사람은 ▢▢형님하고. ▢▢▢ 선생님하고. 둘밖에 없어요. (당사자B)

차) 혼자 해결
반면에 어떠한 지원도 없이 혼자서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
히 당사자 C는 강제입원을 당하고 싶지 않아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부
단히 노력해야 했다.
(그 전에는 보통은 강제입원을 당했던건지. 그게 싫어서 스스로 컨트롤 한 건가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죽어도 가기 싫은데 안 갈려면 병을 알아야 하고. 자기가 싸울
방법을 터득할 수 밖에 없지 않아요? 그걸 확실히 정립한건 2년 안된거 같구요. 4년전부
터 시도한 것 같아요. (당사자C)

③ 위기 발생 시 어려움
가. 지역사회 자원 측면
위기 발생 시 겪는 어려움으로는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
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점, 정보를 제공받거나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고
이용할 수 있는 위기 서비스가 전무한 점,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병원에 입원해
야 했기에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지속되지 않고 자주 단절되는 점 등이 도출되
었다.
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치료 어려움
많은 당사자들이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병원 치료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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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위기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처치로는 병원 입원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 조차도 받기가 쉽지 않았
다. 당사자 A는 증상으로 힘들 때 가족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말을 할 수
가 없었고 가족 역시 A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해줄 수 없었다. 당사자 D는 대형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면서 입원 권고를 받았지만 경제적으로 충분치 않아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 동사무소를 통해 생활
비 긴급지원을 받아 입원하기에 이르렀다. 당사자 D는 입퇴원 시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말하며, 비교적 환경이 좋은 대형병원 또는 대학병원에서는
수급자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병원에 가자고 이야기도 못 했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다면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대학병원보다 저렴해도 잘 고치는 병원이라도 데려갈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너가 힘들어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근데 저는 미
치고 죽을 것 같았거든요. 하루 하루가. 그렇게 힘든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며
고통을 받아도 좀 덜 고통스럽게 안고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심한 고통이
생겼는지. (당사자A)
그럼 피가 많이 난다 싶으면 좀 하다가. 아. 이러다 죽으면 엄마는 누가 봐주나. 제 발로
가든지. 또 약에 취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 스스로 어떻게 하다 보면 119에 전화를 해요.
‘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피가 나요.’ 그럼 약에 취해서 생존본능이 발동해서 그렇
게 신고를 해서 실려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럴 때면 입원을 권고받죠. 대형병원이니까.
선생님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입원하라고 하는데. ‘나 돈 없어요. 나 입원 못 해요. 그냥
팔만 꼬매 주세요’ 그러고 와버리고.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동사무소에 지원시스템
같은 게 있냐고 물어보고 국비 지원이 한번 생활비 긴급지원시스템이 있다고 하면서 서
류 다 떼어주고 입원하고. (당사자D)
입퇴원할 때 (입원비가) 어마어마하죠. 특히나 □□□□병원은 대형병원인데다가 정신과
는 실비도 안되거든요.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병원을 선택하겠네요.
질이 좋지 않은 병원 선택하는 게 돈이 없어서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수급자 분이 못
나오시는 이유가 대학병원에선 수급자를 받아주지 않아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
까. 저는 당시는 수급자였는데 수급 전에 어머니 멀쩡하게 계실 때 그전에 다니던 병원이
라 그래서 계속 입원했고. 10년 이상 다녔으니까 거기서 받아주고 그랬는데. 거의 수급
자들은 처음에 대학병원가면 받아주질 않아요. (당사자D)

나) 도움을 요청할 곳 또는 위기 서비스가 전무
일부 당사자들은 위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전무하다고 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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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당사자 D는 정신질환을 경험한 오랜 시간 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
재활시설 등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병원 사회복지사가 연결해주면 되는데. 저는 병원에 있을때도 한 번도 그런 시스템에 대
해서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저희 어머니도 없고. …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사자D)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이나 자원이 없었다는 점이다. 당사자 A는 가족으로부터 조차도 적절한 지원
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았다고 말했다. 당사자
C 역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은 적이 없었으며 위기상황을 혼자
이겨내야 했다고 말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옛날을 돌이켜보면 친구에게라도 햇어야 했는
데. 당시에는 친구에게 알리기가 쉽지 않아서. (당사자A)
저는 도움 요청한 적이 없어요. 요청할 곳도 없었고. … 도움받은 적 없어요. 제가 다
혼자 했어요. (당사자C)

당사자 A는 우리나라 정신보건 체계에서 위기 서비스가 전무하며, 당사자 B
역시 이런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위기상황이 덮쳐올 때마다 오갈 데가 없어 매
번 입원해야만 했다.
당장 내가 정신과 병력이 17년을 앓고 있는데도 나도 몰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정신 그 쪽이 너무 뭐가 없는 거야. (당사자A)
그 이후로도 10번 가까이 제 스스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갈 데가 없었어요. 광
주는 서울처럼 인프라가 없고. 병원 재활 인프라가 없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소문
도 없고.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간 거예요. 나는 정신병원을 잘 알고. 안 두드려 맞으려면,
결박 안 당하는질 아니까. (당사자B)

다) 위기 발생시마다 단절되는 지역사회에서의 삶
당사자 D는 입원 이외의 위기서비스가 전무한 상태에서 위기가 발생할 때마
다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고 답변하였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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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병원을 가기도 힘들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직장을 다닐 수도 없었기 때
문이다. 결국은 위기 상황을 참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입원해야 하였다.
수시로 병원을 갈 수도 없고.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사무실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전
에 했던 직장생활 자체를 오래한 적은 없어요. 제가 혼자서 집에서 옷 만들어 팔고 이런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옛날에 좀 멀쩡했을 때 인형회사 다녔던 거랑 전화상담원 했던
건데. 전화상담원도 감정노동자잖아요. 대뜸 전화해서 욕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달
버티다가 다시 증상이 재발해서. 그만두고 입원했어요. 자의입원.(당사자D)

④ 위기 발생 시 필요한 서비스
위기 발생 시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로는 동료상담과 전문가 상담을 모두 포
괄하는 상담 서비스, 후견제도와 같이 위기 시 나의 의사에 따른 치료를 제공받
을 수 있는 권익옹호 서비스, 경제적인 지원, 가사 지원, 자유로운 분위기의 단
기 쉼터 등으로 도출되었다.

가. 위기 안정을 위한 서비스
가) 상담 서비스
당사자들은 위기 발생 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
는 사람’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과의 상담이나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이를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동료상담가’라고 언급하였다.
진짜 일하면서 느꼈지만. 동료상담가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것 같아요. 병원에서조차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
이 사람들은 나 이상한 거 알고도 날 이해해 줄려고 노력하는 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아픔을 겪었구나. 동료지원가라는 직업이 정말 특수한 직업으로 인정받고 늘어났으면 많
아졌으면 좋겠어요. (당사자D)
먼저 상담으로 진정시켜놓고. 그 이후 조치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모르니깐. 동료지
원가는 제일 우선은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해요. 자기가 몰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
을까. 내가 저렇게 보이면 어떠했을까. 내가 저걸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일단 좋든, 싫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일단 거기다가 첨언하지 않고.
들어만 줘도 그게 풀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내 얘기를 들어만 주는 것으로도 나에게
조언하지 않고.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들어줄 수만 있는 것으로도. (당사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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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유로운 분위기의 단기 쉼터
무엇보다도 많은 당사자들이 단기간 자유롭게 머무르면서 쉴 수 있는 단기
쉼터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당사자 A는 이러한 공간에서 머무르면서 위기
상황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상활동을 다시 점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싶다고 말하였다. 대신에 일반적인 주거시설 보다는 규율이 적어야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게 쉴 수 있을 거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당사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기쉼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당사자 E는 이러한
유형의 쉼터가 보다 더 확대되고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
변하였다. 위기 쉼터에서 동료지원가가 근무를 하면서 지원을 받는다면 과도한
약물 복용도 예방하고 위기를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단 정신적으로 관련한 사람들이 마음이 외롭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예를 들어보면 가정
집처럼 어느 한 지역에 집을 다르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한 달 정도, 길게는 두 세달
정도 휴식을 취하게 한 다음에 귀가를 해서 생활을 해보고. 그렇게 몇 번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머물 공간이 필요한 거죠. 쉼터인 셈이죠. 그런 식으로
가서 한, 두 달, 세네 달 쉬다가 거기서 교육이 뭐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음식도 해보
고, 청소도 하고. 또 일반 주거시설보다는 좀 규율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주거시설은
규율이 세서 아닌 것 같고. 제가 자율적인 게 중요한데. 자율적으로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 (당사자A)
간혹 위기가 온 사람이 머물 수 있는. … 이런 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당
사자E)
무조건 병원이라는 것은 위기대처에서 미흡한 점이 많아요. 만약 위기쉼터에서 동료의
도움을 받는다면, 약을 적게 먹고도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당사자E)

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
가) 정기적인 연락과 방문
당사자 D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위
기상황 때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장애 당사자에
게 정기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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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복지과에서 수급자 분들이 왜 수급을 유지하고. 그런 것을 한 달에 한 번 씩이라도
전화하면 세모녀 동반 아사 사건이 이런 게 없지 않을까. 그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고. (당사자D)
가능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등록되어 있는 정신장애인들한테 한 번만이라도 전화 한번.
진짜 3~4개월 만에 이런 거 말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좀 이 사람 좀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했었는데. 괜찮은지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하신다 거나.(당사자D)

나) 권익옹호 서비스
당사자 B는 가족으로부터의 입원 당한 경험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위기상
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권익옹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위기 때 후견인. (후견인이 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주
면 좋겠어요. 내가 자의로 할 수 있게. 내 책임을 져주는 후견인. [지금도 선생님이 후견
인 없이 자의입원하실 수 있잖아요.] 가족이 데리고 가. (당사자B)

다) 경제적 지원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했다. 위기 상황에서는 정신과적인 치료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도 잘 관리될 필요가 있다. 당사자 B는 충분한 영양도 섭취할 수
있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는 돈 줬으면 좋겠어요. 영양주사도 맞고. 영양제도 먹고. 밥도 잘 먹고 싶어요. … 국
가에서 최소한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비라도 대주면 좋겠어요. (당사자B)

라) 가사지원
위기 상황에서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당사자 A는
가사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그 중에서도 식사를 잘 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반찬 서비스를 언급하였다.
반찬서비스가 있긴 한데. 뭔가 참여를 해야 준다는 거예요. 가는 거 없이 한 달이나 이주
에 한 번 반찬 줬으면 좋겠어요. (당사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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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가족
(1) 심층면담 질문지 구성 및 절차
정신장애인 가족 심층면담은 가족으로서 당사자의 위기를 직접 지원한 경험
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위기 당시 겪었던 어려움과 문제, 복지에 관한 욕구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
의 경험과 목소리를 중심에 두는 반구조화 설문지를 투입하여 사용하였다. 반
구조화 질문지의 장점은 연구목적에 적합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질문을 중
심으로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질문자가 후속 질문이나 추가적 질문을 적극적
으로 제시하여 당사자의 경험과 인식을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의 가족 심층면담 질문지의 기본적 질문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다.

<표 Ⅳ-7> 정신장애인 가족 심층면담 질문지 구성
범주

주요 질문

위기의 개념

- 당사자 가족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 때 위기라고 인식하였습니까?
- 주된 위기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위기 지원 경험에 미루어 보아 위기의 수준을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기 발생 시
지원

- 가족 당사자가 위기를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 가족 당사자가 위기를 경험했을 때 어떤 자원을 활용하였습니까?
-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의 위기였음에도 어쩔 수 없이 입원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정신장애 당사자의 위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
까?
- 현재 당사자의 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는 어떤 것들을 알고 있습
니까?

위기 지원을
위한 방안

- 어떤 정책/서비스/지원이 제공된다면 가족으로서 위기 지원에 대한 어려움
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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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 방식은 개별적인 당사자 가족의 특성 및 욕구에 따라서 개별 인터뷰
나 2명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면 인터뷰는 가족 참여자
들이 가능한 시간과 원하는 장소(예: 직장, 장애인개발원 등)에서 실시하였였다.
심층면담의 진행은 먼저 연구진 및 참여자 소개와 연구목적에 대해 밝히고 인터
뷰 동의여부 및 녹음에 대해 확인한 후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는 가족
참여자 그룹에 따라서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2) 일반적 인적사항
심층면담에 참여한 가족 집단은 18세 이상으로 양극성장애, 조현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의 진단을 가진 정신장애 당사자의 가족 구성원을 모집단으로 설
정하고 유의적 표집 방법 중 할당사례선택(quota

을 활용하여 총 5인의

selection)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세부적인 인적사항과 관
련하여 우선 장애유형으로는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가 포함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4명, 남성 이 1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70대와 60대가 2명
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다음으로는 50대가 1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
여자 중 1명(가족 E)은 남편과 자녀가 모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 인터뷰에
참여한 가족은 총 5명인데 반해 인터뷰의 내용에 담긴 당사자는 총 6명이다.
또한 심층면담에 참여한 사람의 가족인 당사자 중 4명은 등록 장애인이고 2명
은 미등록 상태였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Ⅳ-8> 심층면담 참여한 가족 인적사항
표시

성별

연령대

관계

진단명

질환
발생시기

장애등록
여부

A (이XX)

여

60대

모

양극성정동장애, 조현병

17년

등록

B (서XX)

남

70대

부

조현병

20년

미등록

C (김X자)

여

70대

모

조현병

20년

등록

D (이X수)

여

50대

모

조현병

7년

등록

모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미등록

E (이X희)

여

60대
배우자

조현병

28년

등록

제4장 질적 사례 연구 135

(3) 분석결과
① 위기의 개념과 양상
가. 위기 발생의 원인
정신장애 당사자 가족이 생각하는 위기 발생의 주된 원인은 충격적인 사건
의 촉발,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 관계와 사회적으로 받은 스트레스, 잘못된
약물의 복용, 갑작스러운 단약 등으로 도출되었다.
가) 충격적인 사건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당사자들은 이를 촉발하는 충격적인, 또는 압도적인
스트레스를 가하는 사건을 경험한 바 있다. 가족 A는 당사자에게서 큰 금전적
인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가족 D는 당사자
가 집단 내 심한 괴롭힘과 학대를 당한 뒤 발병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때는 퇴직금 타고 보이스 피싱, 비트코인으로 돈을 다 날렸네. 정신이 없을 땐 전화가
오면 그냥 누르는 거에요. … 돈을 날리고 충격으로. (가족A)
거기서 구타가 있었고,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해서 나중에 알았어요. 성추행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린 아이가 그걸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저희 남편하고 어머
님하고 쫓아가서 한 번 이야기를 한 다음에 ‘괜찮아지겠다. 잘 관리해주겠다.’ 했는데 상
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 (가족D)

나) 일상적 스트레스
가족들 역시 당사자의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스트레스’를 꼽았다. 학업
에 대한 스트레스,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 누적되면 위기로 이어지기 쉬
운 환경을 조성하였다.
중학교 가니깐 성적이 안 오르니까 ‘제가 그만하자.’ 마침 도장에서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되나 보다, 정서적인
불안정이 있었고. …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대학에 떨어졌고. 그런 상황이
안 좋아서 전문대라도 가라고 했었고. 아이는 졸업한 상태니깐 집에 혼자 있었고. 학교를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잠을 못 자고 밤마다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그러더
니... (가족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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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도 좋은 데 였어요. 그런데 업무가 많더라구요. 아름다운가게 인사과에 있었는데. 장
애로 들어가서 정규직 된거에요. 1호죠. 그런데 업무 스트레스가 많더라구요. [스트레스
도 원인이라고 보시는 거죠?] 원인 1순위죠. 먼저 팀장님은 여자팀장이었는데, 남자팀장
으로 바뀌고 장애인이라는 인식을 안가지고 일을 계속 주는 거예요. (가족A)
□□□□□□ 공사에 취업을 헀더라구요. 월급도 400이 넘고 1시간이나 걸려요. … 하
필 먼 곳으로 간 거예요. 얘는 사명감이 돈 욕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멀어서 아침 일찍
나가는 거죠, 5시쯤. 집에 오면 10시 이러니까 내가 안 다니면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해준다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스트레스 받으니까 증세 악화되고 업무가 하루
안에 안 끝나고 3일씩 가는 거예요. (가족A)

다) 관계적‧사회적 스트레스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은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더욱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가족 E에 따르면, 친구 관계를 상실함으로써 받은 스트레스가 큰 자극이
되어 당사자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친구와의 관계가 나빠짐으로
인해 ‘폭발’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 C와 D
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당사자의 위기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기
쉽다고 말했다. 가족들의 ‘기분 나쁜 소리’, ‘잔소리’ 등은 당사자에게 큰 스트
레스로 작용하기도 했다.
오늘은 학교 갔다오더니 나 학교 갔다 와서 ‘나 죽을 거야. 다 죽이고 싶다’고. 얘 무슨
일 있었구나. 얼굴이 새까매요, 그 충격에. 무슨 일이니 했더니 유일한 친구가 있었는데
다른 애들이 이간질해서 자기 이 친구가 나에게 절교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유일한 끈이
떨어지니까 죽고싶은 거지. (가족E)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군 복무 가기 전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끊임없이 친하
면서 또 걔를 긁어. 그 아이의 약점을 긁어. 그래서 폭발하고. … 이상해서 며칠 좀 이상
하다. 예민하다 하더라고. 오늘 좀 조심해야겠구나, 했는데. 나와서 아니나 다를까. 칼
들고. 칼 뺏었더니 압력솥을 자기를 찌를 거래. 난리가 났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욕을
하면서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면서 죽이려고 칼로 그러더라구. 너무 놀래서 아빠가 방에
있었는데 애를 잡고 그 결국은 내가 혼쭐을 내줬어. (가족E)
스트레스 받거나 자기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식구들이라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그거 가지고 되뇌이면서. 근데요, 이상하더라구요. 그때 있었던 일
을 지가 화가 나면 그 때 가서 그걸 들쳐내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식구들을. 우리는 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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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려우니까 아무 소리 말라고 걔 자극적인 말을 안하죠. (가족C)
막내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애가 셋인데 딸이 약간 말이 많은 편이에요. 잔소리가 많고.
긴장 상태가 되거든요. 얘가 신경이 예민하고. 둘째가 당사자고 저희 아이가 착해요. 셋
중에 제일 착해요. 얘가 첫째와 긴장 상황이 되면 얘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말을 표현하
고 그걸 당해내야 하는데. 얘가 말로 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폭발을 하는 거죠. (가족D)

라) 약물의 오남용 및 갑작스러운 단약
가족 A는 때때로 잘못된 약물을 복용하게 됨으로써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
다고 하였다. 병원에서 잘못된 약물을 처방하거나 약물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가 그렇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약물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경우 ‘평소 보지
못했던 모습(D)’이 나오는 등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말했다.
다른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안 듣는 거에요. 개인 병원에서 약을 받았는데 안 듣는 거죠.
이런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복사본이 있더라구요. 약이 1차 복사본만 있는게 아니
고. 2차까지 있는 거야. 안 듣는 거죠. (가족A)
그게 입원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이상하게 약물로 인해서 먼저 2008년도에 입원했
고 그 이후에는 직장을 꾸준히 다녔고. 입원을 하게 된 건 2008년도에 다니던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의료봉사 간다고 해서 3일 약을 못 먹었더니 평소 보지 못했던 모습이 나오더
라구요. (가족A)
첫째는 약을 안 먹고 위기가 왔었고. 그리고 병원에 2번 정도 입원했는데. 약만 지속적으
로 먹으면 괜찮아요. 일상생활은 문제없어요. 그런데 약을 안 먹거나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하면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을 하지. (가족B)
그 다음에 수능 바로 직전에 약 먹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선생님이 그럼
약을 끊고 수능 끝나고 보자 그러셔서 약을 그때 끊었어요. 그런데 수능을 보고 난 다음
에 저희가 미국 여행을 갔다왔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애가 이상해졌어요. (가족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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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기의 양상
가) 예민함, 불안감, 의심
가족들은 당사자에게서 예민한 모습이 비춰지면 위기가 시작될 수도 있음을
짐작한다. 가족 A는 증세가 오르기 시작하면 ‘의심’이 많아지고 가족을 ‘싫다’
고 하는 등의 표현이 잦아진다고 말했다. 가족 C 역시 잠을 잘 자지 않거나 예
민하고 신경질 내는 모습을 재발의 조짐이라고 답변하였다.
증세가 올라왔구나 그래요. 증세가 오르면 일단 의심이 많아져요. 조종한다든지, 누가 지
켜본다든지. (가족A)
‘엄마, 아빠 다 싫다. 가족 다 싫다.’ 그래서 1층 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계속 주거시
설이라든가 그런 데를 알아보더라구요. 그게 알고 보니까 증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세
가 없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어차피 떨어져 있잖아요. 같은 건물이지만 독립되어 있는
데 그런데도 그땐 주거시설도 알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공동생활가정도 알아보고
엄청 많이 알아보더라구요. (가족A)
잠을 안 자거나 잘 먹지 않고. 예민하고 신경질 내고. 그럼 인제 재발의 조짐이... (가족C)

나) 비일상적인 행동
대부분의 가족들이 위기의 전형적인 특징이 비일상적인 행동에 있다고 말했
다. 집을 오랜 기간 동안 나가있거나 떠도는 경우(A, E), 잦은 다툼(A), 과소
비(A) 등이 나타난다고 답변하였다.
평소 보지 못했던 모습이 나오더라구요. … 1달 동안 나가면 안 들어오고 … 얘가 원래
차분하고 착하고 말도 없고 굉장히 조용한 성격인데. 말도 많아지고 과격해지고. (가족A)
대화가 불가능했고. 그냥 로봇처럼 밥 먹어 하면, 밥 먹고. 그러다가 아무도 관심없으면
튀어나가요. 그럼 어디로 떠돌다가 발견이 되고. 그렇게 됐었었는데. (가족E)
평소에는 안 싸우고 참는데. 그 때는 지나가던 사람하고도 막 싸우고. (가족A)
증상이 올라오면 사고 싶은거 다사요. 노트북도 최신형, 핸드폰도 두 개라던지.(가족A)
어느날 갑자기 밖에서 들어오더니 덜덜 떨더라구요. 누가 쫓아온다고. 자기가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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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지 모르겠다고. 신발을 신고 들어왔어요. 집에. (가족C)
가족 집을 찾아가서 홀딱 벗고 있거나. 택시를 타고. 그런 금전적인 손해를 주고. 그런
일이 아마 당해본 분들을 알거에요. 안방에 김치, 쌀 다 갖다 버리고. 옷도 길바닥에 버리
고. 이상한 행동들을 참아내기가.(가족E)

다) 비현실적인 사고
비일상적인 행동을 하기 이전에 비현실적인 사고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족 E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부산으로 끌려간다’고 표현하였고 그로 인해 당사자가 다른 지역에서 배
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부산으로 끌려가. 끌려간다는 말이. 자기는 가고싶지 않은데. 자기도 모
르게 끌려가는거야. 그럼 완전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고. 노숙자생활하고. 부산까지 가
는데 어떻게 가냐고 했더니. 걸어서도 가고. 어떻게든 얻어타고라고 부산해운대까지 가
서. (가족E)
경찰관이 누가 묶었냐고 하면 얘네가 했다고. 얘네가 했다고. 자기가 묶었지만, 자기가
의지가 아닌 다른 어떤게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일이 계속 있었고. (가족E)
옛날 얘기가 생각나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목사님이 자기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하
고. 그런 증상들이 보였어요. (가족D)

라) 극심한 환각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환각의 증세가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심해지기도 한
다. 가족 D의 경우 이러한 환각이 심해짐으로 인해 당사자가 큰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누가 쫓아오는 환청이 들려서. 달려가다가. 자기가 그걸 피한다고.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아파트 주차장이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튕겨서 떨어졌어
요. 다행히 산 거예요. (가족D)

마)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
때로 비현실적인 사고와 행동의 정도가 심해지면 폭력성을 띠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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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있는 당사자가 주변인물로부터 어떠한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는 더욱 그랬다. 가족 A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 있어 지하철 개찰구에서 요금
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당사자를 제지한 공익요원에 대하여 당사자가 공격
성을 띠기도 하였고, 형과의 갈등상황에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폭력적인 행
동을 보였다.
옛날에는 그걸 공익들이 잡고 그랬어요. 2008년도 그 무렵에는. 지금에야 자동화 됐지만
그 공익이 그랬다고 거기에 꽂혀서 밤에 칼 가지고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지 형하고도
연년생인데 15개월 차이예요. … 형이 더 힘이 좋고 형 말이라면 꼼짝 못 하는데 형이
무슨 말 하니깐 칼 가지고 나왔더라구요. 죽여버린다고. (가족A)
남편이 잘 계시다가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면 시골로 가면 집을 다 박살 내. 유리고 다
부시고. 이상하게 부모님에 대한 게, 이 병이 특히 엄마를 죽이려고 하더라고. 제가 달려
가면 또 꼼짝없이 저만 보면 얌전한 순한 양같은 거예요. (가족E)

바) 자해 위험의 동반
폭력적인 행동은 때때로 당사자 본인을 향하기도 했다. 압도적인 증상 또는
스트레스에 휩싸일 때면 자해 또는 자살시도로까지 이어졌다.
거기서 빠져 죽으려고. 바닷속에 물 속에 들어갔다가. 거의 숨 넘어가면 또 일어나고. 해
변가 구급대원이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
요. 어떻게 장난을 칠까요. 좀 신고하지 그랬냐고. 사람들이 관심없잖아요. 서울 한강에
또 그렇게 하고. (가족E)
자살을 수없이 했었고. 하려고 수없이 했었고. 엄마 나는 사는게 괴로워. 차라리 죽었으
면 좋겠어. 그러면서 죽고싶다는거야. 엄마 나는 하루하루 사는게 너무 괴로워. 뭐가. 산
다는 것 자체가 괴로워. 싫어. 너무 힘들어하더라구요. (가족E)

사) 일상활동의 어려움
위기 상황에 있는 당사자는 일상활동을 영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갖게 된
다. 가족 A에 의하면 당사자가 위기를 경험하는 동안에는 택시나 지하철 등 대
중교통을 탑승하는 것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말하였다.
위기에 오면 정신도 하나도 없고. 택시 타도 택시비도 안내고, 지하철 가도 카드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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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고. (가족A)

한편 이보다 더욱 어려운 것은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가족 B에 의하면 위기상황에 있는 당사자는 음식을 먹거나
위생관리를 하는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인 활동 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고 말하였다. 이런 경우를 가족 B는 더욱 긴급한 위기, 즉 응급이라고 언급하였
다.
사람이 쓰러져서 아무것도 안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지. 그게 위기지. … 먹는 것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누워만 있고. [정신이 없고, 누워만 계시고?] 반응이야 있겠지만 화
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가족B)

다. 위기의 수준
가족들은 당사자의 상태를 보고 위기의 수준을 가늠하곤 한다고 언급하였다.
대체로 각 가족들은 심하지 않은 위기 상태, 심한 응급 상태를 나름대로 구분하
고 있었다.
가) 가족 A
가족 A는 평소보다 말이 조금씩 빨라지거나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경우를
심하지 않은 위기의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어 잠을 자지
않거나 음식을 먹지 않으려 하면 보다 심한 위기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를
‘응급’이라고 보고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간주한다.
우리 집은 큰 애가 판단을 잘해요. ‘엄마 얘 요즘 떴어’ 그래요. 얘 상태를 보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조금 위기고 그럴 때는 말도 (원래는) 느린데 빨라지고. 사춘기 삐딱하게 나가
듯하고. ‘내가 할게’ 이러고. (가족A)
평상시에 하던 대로 안 하고 패턴에서 벗어나고 하는데 케어가 안되고 자기 맘대로 할
때 위기라고 봐요. … 그러다 그 위기가 지속되고 그땐 20일이고 뭐고 잠도 안 자는데.
그럼 그땐 응급이에요. 그땐 20키로가 두 달 만에 빠졌어. 먹지를 않으니까. 그때는 입원
시켜야 하지. 우리는 그 때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나 있으면 좋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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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 B
가족 B는 평상시 일상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위기라고 간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그 정도가 심해져서 영양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는 입원이
필요한 ‘응급’ 상태라고 언급하였다.
위기는 먹고, 자고, 운동하는 기본이 안되어 있는게 위기고. 응급은 병원을 입원해야 할
정도.
최소한도로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로 밥을 안 먹으면 응급인거죠. 안 먹으면 죽는데. 그
땐 응급이죠. 병원가야죠.

다) 가족 C
가족 C는 잠을 자지 않거나 예민하고 평소보다 잘 먹지 않는 등의 모습이
보일 때 위기의 조짐을 인지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듯이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때 가족의 충분한 지지와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심한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더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입원
이 필요한 ‘응급’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러한 응급 상황은
대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잠을 안자거나 잘 먹지 않고 예민하고 신경질내고 그럼 인제 재발의 조짐이.
그러다가 그게 심하면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뭐라고 하고 화를 내는 것 같이.
전 조마조마 한 거예요.
걔를 진정을 시키죠. 왜냐하면 걔가 거부하는 말. 공감대를 형성해야겠죠. 얼마나 힘들겠
냐 이러면서 해야지. 부딪히면 상승하는 거지, 위기가. 그래가지고선 잠재워놓고. 우선
잘 자게 해야 돼요. 맘에 평화를 얻으면 자고 나면 그 이튿날은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위기를 몇 번씩 그렇게 해왔죠.
응급상황이면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급성일 때. 뭐 다 부시고. 정신없이. 통제가
안될 때죠. 그래서 나중에 나도 한 번 맞았어요. 한번 나를 때린 적, 나를 한 번. 이거
버릇되면 큰일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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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족 E
가족 E는 심각한 위기, 즉 응급상황은 자타해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그것이
통제되지 않는 경우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위
생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족
의 개입보다는 전문가의 개입이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응급상황은 자해, 통제가 안 될 때. 씻지도 않고 자기 주변 위생도 전혀 안 하고. 잠만
자고 밥도 안 먹고 그건 정말 위기에요. 그럴 때는 당사자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오히
려 타인, 전문가 말을 듣지. 다른 사람 말은 들어도 가족 말은 안 들어. (가족E)

② 위기지원의 과정
가. 위기지원 주체의 역할
가) 가족의 발견 및 지원
당사자의 위기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다. 위기
의 조짐을 사전에 인지하고 최대한 지지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에게 위기시 돌봄 부담이 크게 다가오기도 한다. 가족 B는 위기 상황에서 주변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은 전혀 없으며 오로지 부모만이 케어해줄 수밖에
없다고 답하였다.
우리집은 큰애가 판단을 잘해요. 엄마 얘 요즘 떳어 그래요. 얘 상태를 보고 이야기 해주
는 거죠. 조금 위기고, (가족A)
걔를 진정을 시키죠. 왜냐하면 걔가 거부하는 말. 공감대를 형성해야겠죠. 얼마나 힘들겠
냐 이러면서 해야지. 부딪히면 상승하는거지. 위기가. 그래가지고선 잠재워놓고. 우선 잘
자게 해야되요. 맘에 평화를 얻으면 자고나면. 그 이튿날은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위기
를 몇 번씩 그렇게 해왔죠. … 내가 얘를 가지고 위기때가 어떤거고. 병은 어떤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게되니깐. 거기에 순응을 대하니깐. 부딪히는 것이 많지가 않더라고.
응급상황가기 전에 위기를 잘 넘기는 거죠. 그렇게되면 잠만 한번 푹 자고 나면. 언제그
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그 이튿날 사람이 달라지더라구요. (가족C)
[주위에 있는 자원이 있는지?] 전혀 없지.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딸 친구한
테나...] 아이고. 말도 안 되지. 친구가 어떻게 도움을 줘. 그런 건 상상도 안 돼. 가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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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도 소용없고. 부모밖에 없어요. 케어해 줄 수 있는 것도 그것밖에 없지. (가족B)

나) 경찰 및 소방서
때때로 위기 상황에서 경찰이나 119를 불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
다. 경찰이 당사자를 진정 및 설득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경우도 있지만,
응급하지 않은 위기의 경우 경찰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를 봐야(가족 A, E)’만이 경찰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가족 E는 응급하지 않은 위기 상황에서 경찰 또는 119 조차도
도움을 제공해주지 않아 결국 당사자를 기도원에 보내야 했다고 답하였다.
경찰이 오면 설득하고, 풀어주고 했어요. 걔 마음을 풀어주는거죠. 경찰이 또 비슷한 또
래더라구요. 화가 나서 분노가 가득 차 있잖아요. 화를 낮추고, 계속 대화를 몇 시간이고
하더라구요. [경찰에서 오신 거라구요?] 지구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직접) 병원 안내해달
라고 하는 거지. 그럼 119가 오는 거지. (가족A)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득달같이 경찰이 오고 정말 대처를 잘해줬어요. 자해를 했으니까.
자해가 되거나 피를 봐야. 그제야 경찰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건 벌어졌는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면,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거다’ 그건 안된다는 거야. 우리나라 시스
템이. (가족E)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는 피를 봐야 경찰이나 지자체가... (가족C)
그때는 부모님이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아이가 어리고. 부모님이 전화
와서 내가 죽겠다. 급하게 119에 신고했는데도. 119도 NO. 경찰도 NO. 그건 다른 데
다가 연락하라고. 112에 연락하니까 119에 신고하라고. 119에선 우린 그거 해주지 않
는다고. 그럼 누가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설을 불러서 기도원에 넣은 거예요. (가
족E)

다) 병원 외래
대부분의 가족들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병원 외래를 이용하여 약물
을 조정하거나 약물을 추가하는 등의 대처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외래를 가기
위해 위기 상황에 빠진 당사자를 ‘설득’하기도 하였고 외래를 갔다가 입원을 권
유받아 입원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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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싶은 병원이 있으면 같이 가자고 했어요. 지금처럼 기다리지 않았구요. 외래를 가서
진료를 받았죠. 설득해서. 그랬더니 엄마 그럼 가요, 그러더라구요. 20일을 다녔는데. 병
원에 가봐야겠다. 상담을 받자. 계속 설득했더니. 당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았더니 입원하자고 하더라구요. 4개월 정도요. (가
족A)
위기에는 의사선생하고 만나서 약 조정을 하고 약을 주고.(가족B)
마음의 증상이 나오면 바로 한양대병원에 가요. 그럼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약을 조제를
다시 받거든요. (가족D)

라) 병원 이송 및 입원
가족들은 위기 상황을 가정 내에서 통제하기가 힘들다고 여겨지는 경우 입
원을 택하기도 하였다. 설득이 통하여 자의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강제입원을 시켜야 했던 적도 있었다. 이렇게 강제입원으로 이어지
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족 간의 관계가 악화 되는 결과를 맞기도 했다.
그게 □□□□□ 병원. □□에 있던 거. 그 우리는 갔을 때 왜 가게 되었냐면 이 아이가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그래서 놀라서. 야 이거 정신병인가보다 싶어서. 살살 꼬셔서.
거기까지 억지로 데리고 가서 입원을 시켰어요. (가족C)
요새 자의입원 안 하면 입원도 못 해요. 자기가 원해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증상을
인식을 하고 자기가 인식을 못하고 하면... 자의입원 못 하면 가족을 원망해요. 당사자들
이 원망을 하면서 ‘왜 나를 입원시키느냐고’ 그 동생이 인제 자매가 있는데 동생이 입원
을 시켰는데 엄마하고 동생이 입원시켰는데 원수가 돼요. 말을 안 듣는 거에요. (가족C)

때로 가족들은 병원에 입원을 시킨 이후 병동 내 시설 및 치료 환경에 충격
을 받기도 했다. 가족 A는 당사자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모 병원의
응급실에서 강압적인 치료를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족 C는 입원 이후
면회를 갔다가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병동의 환경을 보고 퇴원을 결심하기도 하
였다. 가족 E 역시 과도한 약물 복용으로 인해 상태가 더욱 악화된 가족을 목격
하였다.
[그럼 응급실에서 □□병원가고 그 이후에는 나아지셨나요?] □□병원에 입원시킬 순 없
잖아요. 내가 서울에 사니깐. 애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내가 사설 119로 해서 ○○병원
에 20일간 있었는데. … (□□병원 응급실에 있을 때) 응급실에 놓고 감금시키고 약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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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주사먹여서. 일단 얘가 오면, 일반 사람 같으면 여러 명 둘 수 있는데 난동을 피니까
1인실에 묶어놓고 약을 먹이고 주사 놔 가지고 마무리한 거죠. (가족A)
안에 힘센 남자도 한 두어사람 있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 들어갔는데. 철문으
로 닫고. 철커덕. 이렇게 되어 있어서. 놀랬는지. 그 분위기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갔는데. 내가 간 것도 몰라요. 알아 보지도 못 하고. 그냥 걸어가
요. 걸어서 벽인데도 거기로 걸어가요. [약에 좀...] 네네. 그래서 지 방도 방이 이쪽 방인
데 왜 거기로 가니 그랬더니 뒤에 속옷이 맞은 자국도 소복하게 있더라고요. 아우 이건
아니다. 매일같이 주사를 맞고. 피를 뽑고.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깐 거기에 적당량
이. 어떤 약이 얼만큼 넣었을 때. 이것이 얘한테 맞는 건지. 적정량을 알아내기 위해 매일
같이 그랬던가 봐요. (가족C)
기도원에서 정신 돌아오고. 정상적인 대화를 하니깐. 거기선 나가라고 했는데 3일 만에
재발한 거예요.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부모님도 감당을 못하니깐. 그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그 상황이 3개월 안에 사람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임상실험하
는 것처럼 전 너무 놀란 거예요. 눈동자가 없어요. 사람이 눈을 마주봐야 하는데. 눈동자
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가족E)

마)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부 가족들은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특별한 도움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고 답하였다. 가족 A의 경우 위기의 조짐을 인지하여 정
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 서비스 등을 요청하였지만 센터 내 종사자로부터 ‘별
이상이 없다’ ‘괜찮은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였다. 이때 적절한 지원
을 받지 못한 당사자는 결국 더욱 심한 위기를 경험하였다.
[아들이 다른 모습을 보였을 대 주변에 센터들. 정신건강복지센터들도 있었을텐데요?] 당
연히 가봤죠. 특별히 방법이 없대요. (아들이 직접 가도?) 그 시간에 상담을 해봤는데.
복지사가 내가 볼때는 너무 경험이 없는거야. 경험이 없으니깐 자기가 보기엔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야. 얘가 쉬고 싶다.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지. 내가
보기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본인도 너무 힘들어서 한양대 교수님에게도 연락
하고 ▢▢▢ 대표에게도 연락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연락을 다 했더라고. (가족A)
[매일 오라고 한다던지?] 그런 것도 없어요. 내가 심리상담 프로그램 필요하다고 한지도
몇 개월인데. 상담이 아니더라도. …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다던가. 그런게 없어요?]
자기들 필요할 때만 연락해요. 센터에는 아들만 가고, 복지사하고는 시간이 맞으면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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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족A)

가족 A와 D는 사례관리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었지만 이를 통해서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례관리 서비스가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쳤고 제대로된 상담을 받을 수 없었으며 사례관리자도 수시로 바뀌어 바뀔
때 마다 다시 처음부터 상담을 진행해야 했다. 때문에 특정한 위기 상황이 발생
하여도 사례관리 서비스가 전혀 도움이 안 될뿐만 아니라 ‘보호자보다도 덜 전
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사례관리자가 수시로 바뀌죠. … 위탁이랑 직영하고 차이가 있어요. 직영은 공무원이 관
리하니깐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실적 위주로 움직여요. 일단 본인 선에서 사례관리사
한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연결 시켜주고 해야 하는데. 본인 선에서 끊어먹는 거지. (가족
A)
구에 보건건강센터가 있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맨 처음에 골절이 됐을 때. 1:1
상담을 방문을 받으려고. … 그래서 연결을 했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자꾸 바뀌어요. 하
다보면 또 시작해야 하고. 다시 변경을 3번 정도 하다가. …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1년, 2년으로 바뀌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몰라요. 보호자보다 더 모르고 그 사람
들 바뀌면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돼요. (가족D)

바) 동주민센터
일부 가족들은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문의를 시도하였지만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였다고 토
로하였다. 가족 D는 위기 상황이 해결되고 난 뒤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지역사
회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었지만 동주민센터에
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이는 동주민센터의 정
보제공능력이 미흡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지원서
비스나 위기지원체계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결국 당사자의 지역사회 정착
의 준비도 모두 가족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동사무소에 전화해보신 적도 있으신지?] 많죠. 이런 상담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받아야
할 혜택이나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하면 저보다 더 모르고 알아보고 알려준다고 하는데 하
나도 도움이 안 되고. … 어떤 지원체계가 있는지 물어보면 내가 여쭤보는 것은 얘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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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우리랑 같이 있어서 중위소득이 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지만 그런데 얘가 독립하
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냐, 그럼 제가 독립시킬 마음이, 제가 돈을 계속 들일 수는 없으니
까 그래서 여쭤보면 답을 못 받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없어
요. 제가 다 찾아봐야 해요. 월세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가족D)
주민센터는 예산도 열악하고 구청 보건센터도 가봤는데 신통치 않고. 공간도 좁고. 뭐.
… 인력도 임금도 제대로 안되니까 들으니까 정보도 있구나 하긴 하는데 딱 맘에 든다는
생각은 안들구요. (가족E)

③ 위기 발생 시 어려움

가. 가족 내 자원 측면
가) 위기 시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 부재
가족들은 위기 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이 이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 받은 적이 없다
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모두 가족이 전화하고 알아보아
야 했으며, 정보 검색에 능숙하지 않은 가족은 아무 것도 모른 채 당사자에 대
한 돌봄을 모두 감당해야 했다. 가족 B는 ‘아무 것도 들은 바가 없다’고 토로하
였고 가족 D는 주변의 가족들이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거의 모르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나는 몰라요. 구청에 있는 거? 우린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상담도 안 돼요. 저는 그런
정보 공유가 안 돼요. (가족B)
[내가 위기 시 어디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명확하지 않아요. 가족이 다 알아서 하는 거고, 가족 판단으로 입원시키는 거죠.
(가족A)
저는 정보를 잘 찾아보는 상황인데. 보통은 제 주위는 거의 몰라요. 제가 알아서 알려주
는 거고 이 정보를 알 수도 없는 데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프로세싱을 모르시고.
… 저는 정보를 알아보고, 바로.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누가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상황을 알고 적재적소에 해줘야 하는데 그런게 전무. (가족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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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사회 자원 측면
가) 입원 이전에 도움을 요청할 곳 또는 서비스가 전무
또한 가족들은 당사자를 최대한 입원시키지 않고 싶으나 그 이외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이 전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원을
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가족 A는 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상담이나
약간의 약물 조정으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입원
을 해야 했다고 토로하였다.
그래서 병원엔 꼭 안 가도 되는데. 병원에 연결된 사회복지사, 정신건강보건센터에도 물
어봤어요. 그럴 때 상담 통해서 약을 조정받 으면 입원 필요성이 없어요. 약물로, 상담도
하고 하면 되는데. 입원을 해서 시간낭비하고. 휴유증도 굉장히 많아요. 이상한 병원 가
서. (가족A)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상담 받고 하면 병원에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본인도 그렇다
하고. (가족A)

가족 B 역시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응급한
상황을 극복한 이후에 적정한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서비스 등
을 알아보았으나 서비스가 부족한 탓에 결국 이용할 수 없었다. 가족 A는 장애
인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은 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버님 그럼 패턴을 보일 때 가족만 도움을 주시나요? 딸이 주장도 강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센터에 SOS쳐본적은 없는지?] 일체 다른 데는 없습니다. 솔직히 도움도 안 됩니다.
전화도 한 번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정신장애 전문성이 있는 SOS가 있어야 하는데.
안 하려고 하지. 자기가 가고 싶은데는 다 1년 이상 기다려야 하고. 또 1년 기다리니깐
구청에 장애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모순이 있더라고. 우선 당사자
가 NO를 해버리니까. 손을 놓으니까. (가족B)
지금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있는데. 거기는 정신장애인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깐 상담기
관이 전무해요. 우선 우린 (장애)등록 안 된 사람이 많잖아요. (가족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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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사자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재
가족 A는 당사자에게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그
런 공간이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언급하였다.
쉼터에서 몇 일 쉬고 다른 사람하고 몇 일 이야기 하면 풀릴 것 같은데 그렇게 쉴 곳이
없잖아요. (가족A)

다. 정책적 관점 측면
가) 정책 상 위기의 기준이 협소하거나 불분명함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위기를 상정하는 기준이 다르고 그에 따라 가족
이 바라보기에는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인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이를 위
기로 바라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존재했다. 가족 B는 위기와 응급 상황
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여 대부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게 된다고 지적하였
다.
그 사람은 경험이 없어보여요. 그럴때는 더 선임이나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줘야
하는데. 그냥 무슨 들러리 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상담을 하니깐. [위기가 아니라는 근거
가 있었나요?] 없죠. 거기선 우리 아이가 병원이나 어디 갈 수 있는데 찾아달라고 하는데.
그냥 ‘누구씨 괜찮은데?’ 흘러가는 남말하는 것처럼.
우선 이것부터 말하고 싶어요. 일단 위기하고 응급이라는 상황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척도로 해서 위기 1급이다, 2급이다 긴급이다 이런게 있으면 체크
를 하고. 딱 만들어서 내가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주관적 판단이야. …
응급은 입원해야 할 정도고. 위기는 그 전인데. 기준이 없고.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가
나오지. (가족B)

나) 가족에게 집중되는 돌봄 부담
가족들은 위기 서비스가 전무하고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상황 속
에서 대부분의 돌봄 부담을 가족이 지게 되는 것에 대해 큰 어려움을 표했다.
가족 C는 부모가 점차 고령화되어 가면서 당사자에 대한 돌봄도 힘들어지고
있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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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사람들이 엄마가 70대 노인네인데. 아들은 50대 아들이고. 우리는 대개 보호자들
이 나이가 많이 들어요. 중도에 생긴 정신병이기 때문에. 대개가. 그래 가지고 엄마들은
치매가 올나이잖아요. 자신들 치매기운이 있는데. 아들이 새벽부터 불안하게 들날날락거
리니깐. 본인도 힘들어 나 병원가서 쉬었다 온다고 하면서 입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
족C)

④ 위기 발생 시 필요한 서비스
가. 위기 안정을 위한 서비스
가) 상담 및 지지 서비스
가족들은 위기 상황에서 ‘상담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족
A는 당사자가 본인과 친한 다른 당사자와 대화를 하는 경우 위기 상황이 상당
히 호전되었다고 답하였다. 가족들은 이러한 상담서비스 또는 지지서비스만 제
공된다면 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제3자가 제공해주는 상담서
비스는 가까운 가족보다 더욱 ‘객관적’이고 ‘실질적’이며 ‘차분’하게 진행되어
당사자의 위기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가족 D
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가 있지만 이는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상담서
비스에 의료보험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기상황에 이렇게 개입을 하니깐 안정적으로 변한 적이 있나요?] 아들이 친한 환자랑
이야기하면 조금은 나아져요. (가족A)
이젠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유지만 돼도 감사하고 병원에 가기 전에 상담할 수 있는
곳. 그냥 지지하는 모임. 거창할 것도 없어요. (가족A)
진짜 정신병원 가기 전에 응급상황에 정신병원은 아니면서 상담을 받으면서 타인에게 이
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냐. 가족은 잔소리고 이렇게 약간 전문가쪽 사람들이 제3자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차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가족D)
본인이 가고 상담까지 연결되는.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
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담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약간 차분해져요. (가족C)
그런데 자기가 하소연하고. 솔루션할 사람이 필요해요. 정신장애는 반드시 솔루션을 제대
로 줄 수 있는 전문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줘야 하는데 부모님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E)

152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연구

상담이 의료보험 혜택도 안되고.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하는건데. 그건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나. 다 못해 준다면 세제혜택이라도 해주면... 의료보험 적용을 먼저 하구요. (가
족D)

나) 병원 입원 이전에 이용 가능한 중간 단계의 위기쉼터
또한 가족들은 위기 상황에서 무조건 병원으로 가기보다 그 이전에 이용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은 위기 쉼터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가족 C는 이러한 위기
쉼터가 생긴다면 가족에게만 지어졌던 돌봄 부담도 분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
변하였다.
당사자가 ‘나 좀 어디서 쉬고 싶어.’ 이럴 때가 있어요. 집에서 위치가 있으니깐 너무 힘
든 거예요. ‘나 좀 어디서, 병원은 싫고 기도원도 싫고 어디서 쉬고 싶은데 쉴 데가 없어.
그 때 당사자들이 일주일이나 몇 일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케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으니까. (가족E)
위기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애. 다들 위기 때 대처를 잘해서. 응급까
지 안가고. 그래서 그 중간단계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 (가족E)
보호자들도 쉴 수 있는. 맡아만 줘도 환자들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1주일이
고 숨을 돌릴 수 있죠. (가족C)

다) 좋은 환경의 병원 치료
가족 B는 기존의 병원 환경이 보다 개방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로 바뀔 필요
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폐쇄적이고 억압적일수록 당사자들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 효과를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때는 본인도 풀어야 하니깐. 자의입원할 수 있는 편한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폐쇄적이
지 않고. 약만 주고. (가족B)

제4장 질적 사례 연구 153

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
가) 퇴원 이후 자립지원서비스
무엇보다도 가족들은 위기상황을 잘 넘기고 난 이후에도 언제 발생할지 모
를 또 다른 위기로 인해 당사자의 지역사회 정착이 어려워지는 것에 큰 우려를
표했다. 때문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무산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립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족 C
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입원을 하게 되더라도 빠르게 지역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퇴원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가족 E는 퇴원 이후에 교육재활프로그램과
같은 적극적인 정착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게 제일 걱정이야.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내가 죽기전에 우리 아이가 자립하는 걸 보
면 좋겠다. 일상생활을 영위할 정도. 국가에서 이 아이를 회복단계를 해서 자립할 수 있
는 그런 것이 시도는 되는데 자립시키고 독립시키고 그러면. 그 아이들도 지금 나이를
먹었으니까 30-40대 되면 독립할 나이잖아요. 그런 의견은 있어요, 자기들도. 그런데
그런 단계를 잘 밟아서 성공해야 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도로 집으로 돌아오면 보호자
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가족C)
지금 병원에만 입원시켜놓고는 그 다음에는 퇴원하게 되면 퇴원 계획을 세워서. 퇴원을
언제하면. 우리나라에 네 군데가 있어요. 전환시설. 거기 가서 6개월 있다가 거기서 그걸
잘 극복하고 잘 지내면 공동생활가정. 그렇게 자립의 길로 가면 보호자들이 좋죠. … 이
병이 생겼다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방방거리고. (가족C)
교육재활프로그램이 병원 퇴원 후에 있어야 하고. 이게 일상으로의 복귀를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이것도 문제야. 어느 정도 금액이 있으면 정부 혜택을 못 받고 부
모가 다 감당해야 하니까. 뭐 수급자가 되거나 자식을 수급자로 만들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래야 이걸 받으니까. 부모 재산과 상관없이 이건 국가에서 해줘야 돼. 일상으로의 복
귀. 집은 부모님이 해주겠어. 생계비는 얼마 도와줘. 완전히 이 사람은 가족이 도와줄 수
없어. 수급자로 한다던가 퍼센테이지를 해서. 스스로 본인이 관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
록. 부모와 상관 없이. (가족E)
요즘 활동보조인도 있고. 심각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번 가서 청소도 해주거든요. 밥도
해주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다 관계잖아. 내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럼 나는 못 해.
나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다면. 그게 자기한테는 자존감이나 이런 거. 가족에게 맨날 얻어
먹는 사람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스트레스인 거야.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
을 해서 해준다는 게 정말 좋겠다. 그럼 유지가 가능하고.(가족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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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기적인 관심과 연락
가족 E는 당사자에 대한 정기적이고 잦은 방문이나 연락이 필요하다고 답변
하였다. 약물 관리를 비롯하여 상담을 제공해주고, 동료상담활동도 보다 원활
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드시 사회복지사나 상담사가 라운딩을 해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나 방문을 해
서 약 관리를 해줘야 돼. 때론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2인 1조라든가. 당사자 활동가라
든가.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잘 되는 사람은 동료상담가나 이런 동료를 붙여줘서
이걸 정부가 해줘야 돼. 위기센터가 좀 더 포괄적으로 그 다음 단계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가족E)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기지원 창구 역할 보완
가족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기지원 역할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였
다.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기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
해 인력을 충원하고 업무를 보강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 역할을 하려고 만든 건데 정신건강센터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인
력도 충원해서 그걸 정부 쪽에서 제대로 하면 좋겠어요. 이것만이라도. … 자기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걸 하지 않으면, 2년 만에 (사례관리자가) 바뀌고 그럼 이 분들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가족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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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집단
(1) 현장전문가 FGI 질문지 구성 및 절차
현장전문가 FGI 목적은 정신장애 당사자의 위기를 지원하는 데에 현재 작동
되고 있는 전달체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전문가의 경험과 목소리를 중심에 두는 반구조화 설문
지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현장전문가 FGI 질문지의 기본적 질문
으로는 다음과 같다. FGI 질문지 구성은 앞서 제시한 당사자 및 가족과 유사하
나, 질문의 초점은 현 위기지원 전달체계와 운영, 그리고 위기지원체계의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Ⅳ-9> 현장전문가 FGI 질문지 구성
범주

주요 질문

위기의 개념

- 어떤 증상 또는 현상에서 스스로 위기에 있다고 인식하였습니까?
- 주된 위기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위기의 수준을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위기 발생 시
지원

- 위기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하였습니까?
- 위기 상황의 해결을 위해 어떤 서비스/지원을 이용하였습니까?
-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의 위기였음에도 어쩔 수 없이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 위기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 위기 지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 어떤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위기 지원을
위한 방안

- 어떤 정책/서비스/지원이 제공된다면 위기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된
다고 생각합니까?

FGI 방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펜데믹에 따라서 개별 인터뷰나 몇 명의 그
룹으로 구성하여 집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면 인터뷰는 장애인 참여자들이 가능
한 시간과 원하는 장소(예: 직장, 장애인개발원 등)에서 실시하였으며, 비대면 인터
뷰의 경우 줌(Zoom)을 통해 실시하였다. FGI의 진행은 먼저 연구진 및 참여자 소개
와 연구목적에 대해 밝히고 인터뷰 동의여부 및 녹음에 대해 확인한 후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는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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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인적사항
FGI에 참여한 현장전문가 그룹은 정신장애인의 위기 시 지원되는 복지지원
체계-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공무원 - 를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각 조직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로 1~2명을 할당하여 현장전문가를 표집
하였다. 본 연구에는 정신재활시설 2인, 정신건강복지센터 2인, 경찰 1인, 찾동
공무원 1인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현장전문가들은 5년 이상의 경력
을 모두 소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들은 6명 중 5명
이 해당되었다. 연령대는 30대 1명, 나머지 5명은 모두 40대 이상이었다. FGI
에 참여한 현장전문가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Ⅳ-10> FGI 참여한 현장전문가 인적사항
표시

성별

연령

최종학력

소속기관

경력

A(강XX)

남

47

대학교졸업이상

정신재활시설

15년

B (최XX)

남

48

정신재활시설

19년

C (장XX)

여

32

대학교졸업이상

정신건강복지센터

5년

D (최XX)

여

41

대학교졸업이상

정신건강복지센터

15년

G (이XX)

님

54

대학교졸업이상

경찰

30년

F (남XX)

여

40

대학원졸업이상

공무원

20년

대학교졸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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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① 위기의 개념과 양상
가. 위기 발생의 원인
가) 생활 속 스트레스와 가족과의 갈등, 소외감 등
당사자마다 위기 원인의 내용은 상이하다. 어떤 분은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
가 심해져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가족 간의 이슈가 원인이
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현장전문가 C는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한 가족의
거부들로 당사자는 소외감과 고립감에 의해 자살 등을 시도하기도 한다고 하
였다. 당사자에게 드러나는 위기 원인과 위기는 상황과 맞물려 나타나기 때문
에 매우 다양하고 상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는 이 질문은 정말 어려운게. 정말 다양하고. 다 다르시고. 어떤분은 진짜 편의점에서 갑
자기 돈이 끊겨서 결제가 안 되는 순간 스트레스가 심해지셔서 증상이 심해지고 때리시는 분도
계시고(현장전문가 C)

가족간의 이슈가 생겨서 관계 갈등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물론 증상자체의 심화도 있
겠지만. 그게 위기라는 것의 원인은 누가 이렇게 콕 찝을 순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맞물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현장전문가 C)
굉장히 업무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개인적인 다른 일로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어서. 가족에게
돈도 좀 요구를 하고 그러다보니깐. 가족들도 너무 자주 그러니깐 거부를 한거에요. 그러니깐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하실에서 문을 잠그고 자해를 하려고 준
비한 상태였어요(현장전문가 B)

나) 단약
당사자 질적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장전문가들도 위기의 원인
중 단약을 위기의 원인으로 꼽고 있었다. 약은 증상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
기 때문에, 현장전문가들은 위기 상황 시, 약을 끊었는지를 우선적으로 체크하
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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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약을 안 먹은지 2달 정도 됐다고 하더라구요. 왜 병원을
가지 않느냐고 했더니. 병원에서 자꾸 입원을 하라고 한다(현장전문가 F).
신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소리를 지르고 나와서 알몸으로 있고 하니깐. 감당이 안
되니깐. 신고를 한 거죠. 그 사람은 조현병 환자인데 약이 떨어졌더라구요. 저는 보통 가면 약부
터 주거든요. 그래서 약부터 찾아봐요. 또 약도 먹이면 인권문제가 있으니깐. 가족들에게 물어
보고(현장전문가 G).

다)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빈곤(원인이자 양상)
현장전문가 A는 위기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외에도 사회적 고립과 경
제적 빈곤도 위기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위기 양상으로도 설명하고
있다.
저희가 위기 이꼴 입원으로 이야기 하는데.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기라는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당사자분들이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빈곤으로 나타나는 것
도 위기라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분들에게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인프라
또한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현장전문가 A)

라) 강제입원의 트라우마로 증상을 참다보니
현장전문가 B는 위기의 원인이 강제입원의 좋지 않은 경험에 의해 증상을
참고 견디다가 응급이 되어 강제적인 입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있다.
그 외에 자타해위험까지 가기전에 보면 이 분들이 대부분 입원했을 때 경험이 있잖아요. 그
비슷한 느낌이 올 때면 대화가 가능할 때면 그 느낌을 이야기 하는 편인데. 사실 병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하다보니 병원을 가기 싫어서 위기 상황이 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견디다 견디다 안 됐을 때 보면 스스로 입원하는게 아니라 대체로 강제적으로 입원
을 했던 경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현장전문가 B).

마)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와의 단절
주변 상황들은 스트레스와 증상이 맞물렸을 때 더 증상을 심화시킨다고 말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외부와의 단절은 정신장애인에게 더 어려움을 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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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스트레스 등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주변 상황도 무시를 못한다고 봐요. 주변에서 스트레스와 증상이 맞물렸을 때 증상이 나빠진
다고 생각하구요. 최근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저도 시설에서 당사자분들하고 생활을 했을 때
보면. 제일 먼저 코로나가 심해지면 저희 같은 시설에 제재가 들어와요. 외부활동도 못하고 재
활시설도 못가고. 거의 반강압적 코호트격리로 시설 안에서만 머물거든요. 그러니깐 일반인들
도 코로나블루 증후군으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더 어려움이 크
거든요. 그러다보니깐. 증상이 급격히 나빠져서 응급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현장전문가 A).

바) 과거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타인에 대한 공포감
현장전문가 A는 과거에 왕따나 폭행 등을 당해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경우, 그
생각들이 떠올라서 위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타인에 대한 공포감도 있어요. 대인관계에 원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인데. 대인관계에 어려
움을 겪게 된 이유가 과거에 왕따나. 이 당사자 분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했던 사람을 만나서
그 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증상이 발현이 됐는데. 이후에 밖에 나갔다가
똑같은 사람은 아닌데 비슷한 사람을 만나거나 했을 때 과거기 리마인드되어서 증상이 재발하
는 경우도 있구요(현장전문가 A)

사) 익숙한 거주 공간에 대한 타인의 개입
현장전문가 G는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위생적으로 더럽다 하더라
도 이 공간에 대한 타인의 개입은 이들에게 더 위기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하
고 있다. 즉 더러운 환경을 위기라고 전문가가 볼 수는 있지만, 이들에게는 이
환경 자체보다는 이 환경을 개선시킬려고 하는 전문가의 청소나 액션을 위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익숙한 공간에 대한 타인의 개입으로 인한
변화 자체가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집은 못 치웠어요. 그 상태에선 집을 치우면 안되거든요. 너 원하는대로 해줄께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친해져. 생각해보니 그 사람한텐 그게 재산인거야. 그 사람이
환자지만. 그 친구에겐. 그 친구는 허한 것이거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다보니 자기가 먹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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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것. 20년 넘은 것. 옷이 그대로. 신발, 구두도 2년 이상 신으면 닳거든요(현장전문가 G)

아) 지지체계의 부족
현장전문가 G는 당사자의 주변의 지지체계의 부족자체가 위기라고 하였다.
즉 소통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존재하였다면
바로 입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가 주민센터하고 많이 통화를 했죠. 사회복지부분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런거죠. 그러
면서 딸한테 전화했더니 10년 전에 연락 끊어진지 오래고. 아내는 이혼했고. 사촌동생한테 전
화했더니. 그 형이 좀 그런데 가족도 없고 혼자 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입원도 해야
하는데. 진짜 난감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위기거든(현장전문가 G).

자) 주 돌봄자의 사망 및 가족 돌봄 부담 가중
지역사회에서의 위기원인은 다양하다. 현장전문가들은 단약, 갈등 및 소외감
등의 개인적 요인 이 외에 자신을 돌봐주었던 사람의 사망과 가족의 돌봄 부담
의 가중은 당사자를 입원시키는 주요 원인이라 하였다.
제가 얘를 19살때부터 봤던 애였는데. 갑자기 엄마가 죽으니깐 잘 지내고. 한 번도 입원을
안 했던 애인데. 갑자기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거에요. 집안에 돌볼 사람이 없고. 집안에
큰 일이 생겼으니깐. 이런게 얘한텐 너무 위기인거에요. 자기도 슬픈데. 엄마가 갑자기 돌아
가셔서. 이러니깐 저도 감당이 안되고..(현장전문가 D)
가족들이 돌보지 않아서. 편견 때문에. 위기가 몇 번 반복되면 가족이 지치니깐. 쟤 어차피
나오면 또 반복될 거야 하면서. 입원시켜 버리고. 퇴원 안시켜 버리고 이런게 너무 많으니깐
(현장전문가 D)

차)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지역사회 내 생활위기 대한 준비 부족
현장전문가D는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준비의
미비’를 위기의 원인으로 말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위기는 지역사회에서 살아
가기 위해 독립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덜되거나 필요성을 느
끼지 못해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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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생활위기는 부모의 사망, 부모의 입원 등으로 인한 주 돌봄자의 돌봄공백
등으로 인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지역사회 생활위기에 대해 현장전문
가D는 돌봄공백으로 인한 위기를 막는데 있어 자립생활에 대한 준비부족을 주
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 요새 드는 생각은 아 이 분들이 위기인지 모르고 준비하지 않는 것도 준비가 아닐
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요새 통합돌봄 때문에. 이 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분들이 오셔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 분들은 자기들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현장전문가 D)

특히 부모님 부재나 돌봄의 공백으로 인한 위기의 위험을 당사자들은 위기
로 인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 자체가 위기인지 모르고 있어, ‘위기에 대해 준
비하지 않음’ 자체가 위기를 발생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어머님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 때. 김치찌개라도 끓여보자고 하면. 우리 엄마가 왜 죽냐
고 화를 내세요. 자기 엄마 80이 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저
희가 뭐를 하냐면. 어머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3달에 거쳐서 점점 스펀지 물 스며들
듯이 알려드리는 과정을 또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 자체가 이 분들에게 위기를 발생시
키는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요즘 새롭게 들고 있어요(현장전문가 D)

타) ‘자타해 중심’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위기지원 구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인 현장전문가들은 자타해 위험성은 가
장 긴급하게 개입해야 할 상황들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1인
당 사례관리 70~80명으로 위기원인부터 지원하기에는 시간 상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대상자 외의 다른 위기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
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위기개입팀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관리
를 하면서 위기개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인력과 담당 사례관리 대상 등 구조적
으로 위기상황은 응급상황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장 긴급하게 개입해야 할 어떤 상황들이라고. 센터에서는 간주가 되니깐. 그래서 자타해
위험성 이런건 기관 안에서도, 또 다른 기관이랑 소통할때도 이것이 위기입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되는거죠(현장전문가 C).

162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연구

저희도 그 전에는 제가 사례관리할 때도 70~80명 했었고. 제가 사례관리자일 때 사실은
사례관리가70~80명이니깐 사실 못 외워요. 그래서 제가 등록대상자를 보는데. 제가 이 집을
언제 갔었지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쿵 떨어지면서... 이런 상황에서 위기라는 건 이 분이 지
역에서 들고 뛰어야 그 때야 겨우 개입할 수 있는 위기. 이런 수준이었는데(현장전문가 D)

일반적으로 자타해 위험은 당장 개입하는 상황, 일주일 이후 개입은 약간의
자타해 위험이 있으나 라포형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후에 방문해도 되는 상황,
한달은 생활상의 위기일 경우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전문가들은 보통
CTRS 시간으로 보는 위기개입 방법을 토대로 개입하고 있어, 1시간내 개입해
야 하는지, 4시간 내, 1-2일 내 개입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다.
위기개입팀 따로 없고. 뭐 접수도 해야 하고. 사업도 해야 하니깐. 사실은 위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건 응급상황 정도로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준을 저희에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제 개입할 건가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오늘 당장 출동을 해서 찾아서.
얼굴을 뵙고. 이럴땐 보통 자타해위험으로 연결이 되는데. 오늘 당장 출동을 해야 하는 상황.
일주일 내에 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 한달 내에 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 등. 이런식으로 개인의
시급성에 따라서 위기상황을 나누지. 위기 상황 자체를 평가를 해서 나누기 보단. 저희의 개
입기준으로 이걸 나누는게 대부분 인 것 같아요(현장전문가 C)
보통 이제 나 이제 당장 죽겠다. 자해의 위협이 높으면 경찰 불러서 출동하고. 타해위협일
경우는 경찰과 같이 출동하는 경우가 많고. 일주일 내에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약간 자타해위
험성이 있는데. 사례담당자와 라포가 있거나 그래서 아니면 이 사람의 신뢰도가 있어서 조금
지내볼 수 있겠냐. 내일 가겠다. 한달 내 자료를 찾고. 연계는 해야 하는 위기 상황들이라고
생각하고. 시급성은 낮지만. 위기는 위기인 상황들이라고(현장전문가 C)
CTRS가 시간으로 보는 위기개입이에요. 1~2시간 내에 개입을 해야 하느냐. 4시간 이내에
개입해야 하는냐. 1~2일 내에 개입해야 하는가로 위기를 구분해서 일반상담전화가 들어가도
그걸로 평가를 하고. 그걸로 개입을 하고 그런게 저희가 훈련이 되니깐.

파) 전문가들의 다양한 위기원인에 대한 합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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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해 위기는 모든 전문가들이 생각했을 때 위기양상이면서 응급으로 동의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위기 원인에 대해서는 합의하는데 어려움을 보였
다. 그 이유는 위기로 확정 또는 합의 되는 순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위기
지원의 범위가 변화되기 때문이다. 즉 위기원인을 지역사회 생활 속 위기까지
를 포괄하는 ‘광의의 위’기에 대해 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타해 중심의 위기가 응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환경적 원인까지의 위기 발생과 이에 대한 개입 등에 대해 등한시 될 뿐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광의의 위기에 대한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결과적으로 당사
자들의 위기를 더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가 위기 기준을 자타해위험성 두가지를 쓰고. 하나는 당사자가 이게 위기라고 도와달라
고. 불안합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쩌면 이런 건 팀장님이 이야기 하셨던 환
경적인 부분이나 생애발달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그걸 기관에서 개입요청한걸 위기로 간주를
하고 합의를 하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센터 자체에서 환
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위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역량들이 아직은 적기 때문에 이거를 위기라고 간주해버리면. 센터 안에서는 이걸 해결
해야 하고. 개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깐. 그래서 이건 위기인지조차 논의가 안되는 경
우가 많은 것 같아요(현장전문가 C).

하) 증상의 위험을 중요시 하는 전문가들의 시각
당사자들의 위기원인은 개인적 및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나
타난다. 개인적 요인 차원에서는 단약 또는 과다 복용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환
경적 요인 차원에서는 사회적 관계와의 단절, 소외 그리고 불만, 경제적 위험,
돌봄공백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환경적 요인 즉 원인을 발생하
는 환경들 보다는 개인적 요인과 양상 중심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개입하고 있
어, 이 시각의 차가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의 정착과 위기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때는 처음에는 재활로. 중증으로 일을 했었고. 그러다가 자살
예방쪽 업무를 5년 넘게 했단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시선이 좀 더 자타해위험으로 시선이 굳
어졌는데. 그러다가 통합돌봄하면서 위기대응팀을 만들면서. 자타헤위기. 응급입원, 행정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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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 특화된 사람이었는데...(현장전문가 D)
통합돌봄을 하면서 주로 생각하는 위기는 이게 워낙 18년도에 위기대응팀을 만들면서, 자타
해위험이 위기다라고 좀 더 그 때는 일정적인 생각에서 위기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요즘엔
통합돌봄을 시작했을 때... 연 이 분이 어머님 하나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거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지역에서 뭐한거지. 이 분 하나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든게.
도대체 우리는 지역에서 뭘 만든거지. 이런 생각 때문에 통합돌봄을 시작하게 된거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깐. 아 위기라는게 이 분에게는 이런 것조차가 다 위기겠구나(현장전문가 D)

갸) 지역사회 내 생활위기에 대한 지원 주체의 부족
앞서 설명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타해 위기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적인 문제와환경적 위기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 부재 등은 환경적 위기
원인의 발생을 더 가속화 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특히 정신장애인복지서비스는
타 장애영역에 비해 지역사회 내 주거, 자립지원서비스 등의 지원체계가 부족
하며, 가장 정신장애인의 일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
재활시설 조차도 적어 환경적 위기 원인에 대한 개입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
주거를 꼭 만들어야겠구나. 이 분이 퇴원하고 갈 수 있는 재활시설들. 낮에 갈 수 있는데를
만들어야 겠구나. 이런걸 시작으로 본 것 같아요(현장전문가 D)

찾동 공무원은 정신장애 관련하여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이 모호해 지고 있으며, 직접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례꽌
리 등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정신보건센터도 여러 가지 자원을 연계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수급자이면, 기본적인
것은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거든요. 물론 너무 중증이고 너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가구원 전체가 그러면 당연히 넘겨야죠. 그게 아니고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정신보건센터
에서 해결가능한 가구이면 그 쪽에서 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스를 한다는거죠. 그러
니깐 그러면서 자꾸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이 흔들리는데. 정작 정신보건센터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거에요(찾동 공무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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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낮 생활을 지낼 수 있는 공간 등 부재
현장전문가 F인 찾동 공무원은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
지만 이를 더 고조시키는 원인들은 지역사회 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
다는 것이다. 낮생활이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이용시설이 없다보니, 결국
이용하는 기관이 바로 입원기관이라는 것이다. 즉 현장전문가 F인 찾동 공무원
은 지역사회 내 입원기관 말고는 갈곳이 없는 낮생활 지원 기관의 부족을 위기
원인과 재입원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었다. 입원을 통해 다소 안
정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낮에 집에만 방치되고, 일상생활을 하지 않아 3-6개
월 이후 다시 재 입원한 사례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녀는 낮생활을 지원하는
기관만 지역사회 내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위기 원인의 발생과 재입원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천구에는 정말 시설이 없어요. 특히 없고. 가까운데 관악구는. 영등포구. 구로구 희망하고.
영등포구는 노숙인들은 다시서기센터 보내고. 노숙인들도 알콜이 많으니깐. 금천구는 보낼때가
없어요. 그러니깐 더 문제가 있죠. 금천구는 정신병원 끼고 있어서. 사실 정신질환자들이 상대
적으로 많아요. 여기에 선지병원이 가산동에 있잖아요. 여긴 낮병원도 없어요. 여긴 폐쇄병동
(현장전문가 F).
낮시간에 보낼 수 있는. 낮시간이고 뭐고 갈 때가 없어요(찾동 공무원 F)
저희가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맨날 배회하다가. 병원에서 안정기를 겪고 다시 올라갈때를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관리할 때를 놓친거죠. 그러면 3~6개월 사이에 다시 입원하는거에요.
가족이 없으면. 대부분. 그래서 동료지원을 신청을 했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거기도 예산이
떨어져서. 너무 어렵다고. 그거 있잖아요. 우리 바우처도 토탈케어도. 몇 개 지자체가 하고 있지
만 연초에 예산이 다 떨어져요. 아침 7시에 동사무소에 줄 서 있어요. 그 받는 당일날 마감이죠.
토탈케어도 안되고. 토탈케어도 안되고. 동료지원도 안되고. 갈때는 없고(찾동 공무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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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기의 양상
가) 자타해 위협
현장전문가 모든 사람들은 가장 위기의 양상은 명백하게 자타해 위험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장전문가 중 경찰도 자타해 위협과 같이 칼을 들고 있는 상황을
위험한 상황으로 말하였다.
일단 큰 위기는 자타해위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누가보기에도 명백하구요(현장전문가 B)
물건을 다 부수고 피도 나고(현장전문가 G)

나) 공격성이 심해져 물건을 부숨
위기의 양상은 공격성이 심해지고, 물건 또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양상을 보인다.
순간 스트레스가 심해지셔서 증상이 심해지고 때리시는 분도 계시고(현장전문가 D)
어떤 할아버지는 80살 넘어서 폐휴지 줍는 분인데.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소리지르시고. 그날도 유리창 부시고. 응급상황이 된거죠. 물건 부시고 그러니깐. 가족
도 없고(현장전문가 G)

다) 자기관리(씻고, 먹고) 및 약물관리가 안됨
현장전문가는 위기의 양상으로 당사자들이 씻지를 않거나, 식사 등 가장 기
본적인 자기관리가 되지 않거나, 약물관리가 안되는 등의 모습들을 위기의 양
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숨어있는 정신질환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상생활이 안되시는 분들. 자기관리
가 안되는 분들. 그래서 안 씻는다던가. 약물관리가 안된다거나. 가면 며칠째 자고 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며칠째 자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약을 한 꺼번에 두봉
지, 세봉지 먹고 자고있거나(현장전문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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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증상이 심해지고, 현실감 상실하여 거리 배회
환청, 환상, 망시가 있을 때 입원을 할 가능성이 높고, 현실감을 상실한 채
거리를 돌아다니는 경우도 위기양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로 다들 아시겠지만, 환청, 환시, 망상이 더 커질수록 입원하는 경우가 많구요. 그것 때문
에 또 자타해위험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구요(현장전문가 D)
다시 돌아가서 그런 환청, 환상, 망시가 있을 때 현실감을 상실한 채 거리를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 실무자 입장에선 상당히 불안하죠. 갑자기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사라져서
몇시간, 몇일씩 안 들어오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고요(현장전문가 D)

마)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환청과 불안함
현장전문가 B는 자신을 해하려는 환청으로 인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설
명한다.
이 분의 환청 내용을 들어보면 누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불안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분이 평상시에 위험한 행동을 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알게 된 거죠(현장전문가 B)

바) 흥분된 상태 및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
현장전문가는 자타해 위협은 없지만 자신의 가족 등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
로 흥분된 상태, 소리를 지르는 등을 위기의 양상이라고 말한다. 또한 자신의
몸을 노출하는 등 사회적 규범에 어긋한 행동을 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기도
하였다.
미쳐 날뛰던 이 할아버지는 그 전부터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계속 흥분된 상태였거든요.
며칠째 이미 흥분된 상태가 지속된 상태였거든요. 아 이 할아버지는 눈이 돌았다고 해야 하죠.
눈이 뒤집어진 상태인거죠. 자식이 옆에 있는 상태임에도, 자식도 못 알아보는. 니가 뭔데. 아버
지 그만하세요 하는데도. 자식에게도 쌍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식도 아 안되겠습니다
했던 상황이라. 아 이 할아버지는 가야겠구나(현장전문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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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너무 소리를 지르고 나와서 알몸으로 있고 하니깐. 감당이 안 되니깐. 신고를 한
거죠(현장전문가 G)

사)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빈곤(원인이자 양상)
현장전문가는 위기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외에도 사회적 고립과 경제
적 빈곤도 위기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저희가 위기 이꼴 입원으로 이야기 하는데.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기라는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당사자분들이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빈곤으로 나타나는 것
도 위기라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분들에게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인프라
또한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현장전문가 D)

② 위기의 지원과정

가. 위기 지원 방법 및 과정
가) 기다리기, 대화하기 그리고 지지하기 등 심리적 안정 유도
현장전문가들은 위기 발생 시, 가능한 당사자의 증상과 양상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다려주거나, 지지해주거나, 대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있었다.
일단 당사자분들은 입원에 대한 공포심이 강하기 때문에 입원을 강요하진 않아요. 일단 기
다려주는거죠. 이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구요. 최후의 수단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원을 원할 경우엔 입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죠(현장전문가 A)

대화를 하면서 실제 이 분이 뭐가 힘든지는 추측을 하지만. 이 분이 실제로는 무엇이 힘든
지 들어야 하니깐. 저희도 그러니깐 많은 당사자분들을 만나니깐 경험이 쌓이잖아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대처법을 조언해드리고(현장전문가 B)
혼자 들어가서. 나름대로 안정시키죠. 아, 저는 형제님이라고 해요. 나 경찰로 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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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물 및 단약 확인, 당사자 동의 시 약물 제공
앞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 외에도 약물을 확인하거나
단약의 상황을 살펴본 후, 단약의 경우에 당사자 혹은 가족의 동의하에 약물을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경우도 있었다.
약물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약물을 계속 드시는지 보고. 어떤 경우에는 이 분들이 불안해서
약봉지를 몇 개 더 먹는 경우도 있고. 안 드시는 경우도 있고. 구두로 묻고. 또 동의를 한 경우
에는 눈으로 확인하기도 해요(현장전문가 B).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소리를 지르고 나와서 알몸으로 있고 하니깐. 감당이 안
되니깐. 신고를 한 거죠. 그 사람은 조현병 환자인데 약이 떨어졌더라구요. 저는 보통 가면 약부
터 주거든요. 그래서 약부터 찾아봐요. 또 약도 먹이면 인권문제가 있으니깐. 가족들에게 물어
보고(현장전문가 G).

다. 위험상황 살펴보고, 위험물질 제거하기
현장전문가들은 위험상황을 살펴보고, 위험물질이 있는지를 확인 한 후, 위
험물질을 제거하였다.
그래서 동료들한테 가스불도 끄라고 하고, 칼도 저기 있다고 다 치우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조끼 다 벗어놓고 씨름했어요. 조끼에 총이 있으니깐 빼앗기면 안되니깐. 수갑도 다 있고요.
그래서 같이 온 동료들한테 조끼 가지고 나가있으라고. 혼자 들어가서(현장전문가 G).
그 남자가 진정아 됐나 안됐나를 먼저 봤고. 뭘로 때렸지. 칼이 어디있지. 망치가 어디에 있
지. 이걸 먼저 봤거든요. 이 사람이 때린 도구가 어디에 있지. 이 사람 근처에 있나(현장전문가
F)

라. 부모 및 가족에게 알림
위기 발생 시, 우선적으로 기달리거나 대화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입원 등이
필요하다면, 자의입원으로 설득하거나,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며,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친인척을 찾아 사고발생 및 입원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말하고
있다. 현장전문가인 경찰의 경우에는 무조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한다고 하였다.

170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연구

사고가 나서 생명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까봐 고민과 걱정을 했던 경우가 많구요. 이럴
때 보통 보호자에게 알렸고, 또 하루정도는 기다려보고, 보통 112에 연락해서 실종신고를 합니
다. 이분들이 대부분 하루 이틀이면 돌아오는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서 더 이상 안들어 올 경우
는 실종신고를 했던 측면이 있었구요(현장전문가 B)
무조건 가족에게 연락하죠. 또 케이스도 상중하가 있어요. 난리치고 있으면 일단 상담은 안
되니깐. 제압을 하고. 만약 여성이면, 여경 오라고 해서 신체검사하고. 칼 소지했는지 확인하고.
약 있는지 확인하고. 심각하면 현행범 체포로 미란다 원칙 고지하죠. 그리고 지구대 들어오면
커피도 주고 하는데. 결국 심각한 경우는 병원으로 가죠(현장전문가 G).

마. 자의입원 권유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설득하여 자의입원으로 돌
린다고 하였다. 특히 현장전문가 A는 위기 시에 당사자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최후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원을 원할 경우엔 입
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였다.
일단 당사자분들은 입원에 대한 공포심이 강하기 때문에 입원을 강요하진 않아요. 일단 기다
려주는거죠. 이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거구
요. 최후의 수단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원을 원할 경우엔 입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죠(현장전문가 A)
응급입원은 아니고 위기인걸 알고. 설득해서 자의로 간건 있었어요. 두 분이 부부였는데. 한
분은 조울증이고. 한 분은 본인은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엔 조현병이었어요. 그래서
부인은 지적장애가 같이 있는 조울증이었거든요(현장전문가 F)

바. 경찰, 소방서 연락하기 그리고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현장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대처가 되지 않거나, 자해의 위협이 높을 경우에는
경찰, 소방서에 연락한다고 대답하였다. 주거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C는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대화를 시도하고, 주변 불안요소 등을 체크하지만,
당사자의 위기 양상이 매우 심각하거나, 함께 살고 있는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응급입원을 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4장 질적 사례 연구 171

현장에서 대처가 안 될때는 112나 119를 부르는 형태로 대처하고 있습니다(현장전문가 B)
자해의 위협이 높으면 경찰 불러서 출동하고. 타해위협일 경우는 경찰과 같이 출동하는 경우
가 많고(현장전문가 C).
대화도 시도해보고, 주변에 불안요소가 있는지 체크도 해보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어서. 다
른 분들도 불안해하고. 이 분도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그럴때면. 사실 내 안전도, 다른 당사자의
안전도 이 분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이 응급입원이라고 생각하고 대처해왔습
니다(현장전문가 B).

사. 지역사회 내 입원 가능하고, 당사자 욕구에 맞는 정신병원 탐색 및 연락
현장전문가A는 당사자와 대화하면서, 본인의 입원 스타일에 적합한 병원 또
는 지역사회에서 당사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의 병원을 선택하거나 탐색하여
입원 절차등을 지원한다고 하였다.
지역의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연계하고 있는 병원 리스트업을 미리 해서 입
원할 때 무조건 어느 병원이나 안 가고. 당사자가 가는 병원이 너무 먼 경우에는 어려우니깐.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연락을 취하는 거죠(현장전문가 B)
외래갈 때는 동행해서 주치의 선생님에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해온거죠.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 어려움을 겪거나 본인이 입원이 필요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디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하시는지. 또 당사자분들 중에서도 폐쇄병동에 담배를
못 피는데 흡연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 정보를
모으고. 입원할 때도 같이 가서 절차도 도와드리고(현장전문가 A)

아. 이들에 대한 관심과 소통
현장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즉 이들에 대한 소통과 정보, 그리고 이해가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위기 시에도 좀 더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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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개인력, 병력, 생활에 관한 것 등 정보를 알면 알수록 이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
깐. 섣부른 대처나 판단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 인력
은 이 분에 대한 것을 거의 모르죠(현장전문가 B).
모르는 지구대면 입원시키려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 제가 봤을때는 그 형제가 어떤 표
현에 있어서 칼을 든 것이지. 사람 해코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 거를 터치했을때 화를
낸거지(현장전문가 G).

③ 위기 발생 시 어려움

가. 지역사회 자원 및 기관의 어려움
가) 기관마다 나름의 이유로 협업의 어려움
현장전문가 F는 위기발생 시,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협력이 매우
어려우며, 연락을 취해도 협조가 되지 않은 현실을 얘기하였다. 특히 현장전문
가 G는 찾아가는 동사무소의 형식적인 일 처리와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
기도 하였다. 즉 경찰인 현장전문가 G는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이 있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필요하고, 당사자의 기초수급관련 상황
등의 공적지원 여부 등을 바로 연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의 역할이
요구되지만, 기관들이 바쁘거나, 퇴근하는 등 협력이 되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지역사회 내 위기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주민센
터,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119, 112 등)간의 위지지원 협력체계가 실질적으
로 구현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한 분이 거기 고시원에 사시면서 일주일정도 술을 먹고 변을 보시는 거예요. 공원에서. 아
무래도 알콜중독이니깐 알콜성치매가 있는 것 같아서 갔죠. 가면서 주민센터에도 안 나올 걸
알면서 전화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나오시더라구요(현장전문가 G)
칼퇴에요. 거긴 6시에 퇴근하고. 우린 교대근무니깐. 일단 가서 장갑을 가지고 가서 물 가지
고 현장 다 치우고. 사람들도 안오죠. 119도 안오죠. 주민센터는 1시간 기다렸는데도 안 오더
라구요. 119도 소통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누가 해야 하냐. 그 입장이 다른거죠. 또
이 분이 병원에 가기 싫다고 그럼 못 가구요(현장전문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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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민센터 가면. 그런 말을 해요. 찾동 주민센터 직원에게 과연 찾동의 의미가 뭔지. 제
가 생각하는 의미는 찾아가는건데. 그럼 어떤 사람이 노숙을 하고 있었으면. 노숙인을 찾아가
서. 왜 노숙을 하게 됐고. 그 사람이 왜 살아야 하고. 그 분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집을 마련해
주고(현장전문가 G)
정신건강센터인가 거기도 2년마다 한번 씩 사람 바뀌고 하니깐. 또 현장으로 나와달라고 하
면 안 된다는 거지. 데리고 가야 하는건데(현장전문가 G)
경찰이 봤을 때 가장 전문가는 의사인거고. 전문요원이라고 해도. 이게 얼마나 전문성이 있
는지. 경찰관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현장전문가 B)
경찰은 응급입원이 발생했을 때 후송, 보건소는 혹시나 필요한 행정입원 부분들 지원해주시
는 거고. 읍면동은 혹시 행정절차나 이 분이 생계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원들. 그런 것(현
장전문가 B)

나) 입원 등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경찰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현장전문가 G는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경험 중에는 응급입원으로 입원을 시켰으
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오지 않아 입원이 취소된 경험을 얘기하기도 하였다.
현장전문가 B의 경우, 당사자가 본인을 지키려고 했던 행동으로 자타해 위협이
있었으나,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응급입원을 한 사례가 위기지원 시 아쉬움이
남은 사례로 설명하였다.
그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고 83세인데. 임대아파트에 살고. 평소에는 괜찮으신데 술만 먹으면
알콜성 치매로 자기것도 아닌데 부시고. 그날 아침에도 유리창을 부시고 그래서 응급입원 조치
했는데. 은평시립병원에선 응급이 아니라는 거에요(현장전문가 G)
그 분은 의사선생님이 정신장애 그런 등급도 없고. 가족도 없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안 왔고
하시는거죠. 일단 병원에 가면 병상이 없다고 할 때 정말 경찰관들이 힘들어해요(현장전문가 G)
한번은 당사자분들끼리 사는 주택에 한 분이 칼을 들고 위기 상황이었어요. 자해를 하거나
타해를 할까봐 본인 딴에는 지키려고 하는 것 같긴 했는데. 경찰에 연락했는데. 섣부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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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분이 이후에 저희와 관계가 좋았다가 한동안 끊어지고. 그랬던 사례가 있었어요. 때
로는 좀 더 기다려야 하는데 타이밍을 못 맞췄던 게(현장전문가 B)

다) 자타해 위협에만 반응하는 경찰
현장전문가 B는 자타해 위협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상황속에 자의입원이 아
닌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자타해가 있을 경
우에만 응급입원을 진행하여, 더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 불러도 본인들이 봤을 때 심각한 자타해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개입을 안해요(현장전문가 B)
경찰이 오면 그런 물리적 상황이 있어야만 개입하는 거고. 예를 들어 칼을 들고 있다가 주변
에서 지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칼을 치웠어요. 그때 마침 경찰이 왔어요. 그럼 칼도 안 들고
있는데 왜 응급입원해야 하냐고 그리고 돌아가버리는 경우도 있죠(현장전문가 B)
칼을 들고 깨부시고. 경찰은 칼 들지 않으면 안나오거든요.. 위협이 있다고 해야 나오시죠.
(현장전문가 F)

라) 인권과 안전 경계의 모호
현장전문가 B는 현장전문가가 응급입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함에도 불구
하고, 경찰은 자타해 위험 등이 아니거나, 더 예측되는 위험 상황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한다. 현장전문가 B는 경찰이 인권이라는 차원에
서 이의가 들어갈까봐 응급입원을 우려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 주저하는 자체가 인권과 생명, 안전에 관한 것의 경계가 모호하다보니. 혹시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이의가 들어갈까봐 우려하는 것 같았어요(현장전문가 B)

마) 응급 및 행정입원에 대한 책임의 무거움과 눈치게임
앞서 자타해 위협만이 경찰이 응급입원을 할 수 밖에 없거나, 응급입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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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시에도 가족의 동의 할 필요가 없음에도 동의를 얻는 이유는 입원의 책임
소지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찾동공무원인 현장전문가 F는 행정 및 응급입원에
대한 미래에 위험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며, 행정입원 이후부터는 당사자의 관
리에 대해 눈치게임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찾동공무원은 행정입원 이
후 복합사례는 모두 희망복지지원팀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
례관리가 중심이면서 복합적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사례관리를 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비자의 입원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한편으론 지금은 행정입원이라고 해서. 경찰, 시군구청장
이 입원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어느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현장전문가 F)
일단 병원에 입원시킨다. 그럼 그 뒤에 돌아올 책임. 이 사람이 나와서 나에게 위험을 가하지
않을까(현장전문가 F)
관리는 누가 할까. 정신보건센터에서, 구청에서, 경찰이 해야 할 것인가. 서로 눈치게임인거
예요. 그럼 일단 행정입원을 해요. 그럼 정신보건센터에서는 그 사람이 입원을 했다는 걸 알고.
퇴원을 하게 되면 정신보건센터로 연락이 가잖아요. 그럼 경찰은 거기서 빠지는 거에요. 입원만
시키면 경찰은 아웃.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이 사람이 수급자이면 구청으로 알려줘요. 구청은 수
급자니깐 수급비. 희망복지팀으로 연결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은 정신보건센터에서도
놓고 싶은거죠. 희망복지팀으로 토스를 하고 싶은거고(현장전문가 F)

바)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선택
주거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B는 당사자 안전 뿐만 아니라 거주
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입원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지역사회 내 입원 시설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분을 분리해야 하는데. 이 분리해서 쉴 수 있는 위기쉼터가 생긴다면, 병원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가시겠죠. 그런데 그런 곳이 없으니깐 병원을 선택하는데. 그 때는 당사
자에게도 미안한거예요. 이 분을 분리해야 하니깐 병원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무자
입장에서도 기분이 상당히 불쾌하고. 내가 이것밖에 할 수 밖에 없는 건가. 스스로 자책감도
들고(현장전문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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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거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은 주거체계가 거주형은 종사
자가 1명이며, 위기 생활이 발생할 때 그 분에게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게 신체
및 심리적으로 소진될 뿐만 아니라, 거주인이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동료들의
위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입원을 시키는 경우도 있
다고 하였다.
주거시스템에서도 훈련형에 2명이고 거주형에는 종사자가 1명이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원이 그 분에게만 관심을 가져야 하니깐. 심리적 에너지, 신체적으로도 많이 소진되죠(현
장전문가 B)

사) 지역사회 전환시설에서도 위기대상자를 선택
현장전문가 C는 위기쉼터의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 전환시설도 증상과 약물
관리가 되는 대상자를 선택하고 있었던 경험을 말하였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
원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을 제시하였다.
병원이 아니라 좀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곳이 아닐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구
요. 약물관리나, 증상이 관리가 되어야 받아주는 그런 여건이셨던거고. 그래서 리젝트되는 경우
도 있었고(현장전문가 C)

④ 위기 발생 시 필요한 서비스

가. 관점 측면
가) 개인증상 중심에서 지역사회 내 돌봄시각으로의 전환 필요
현장전문가 D는 위기를 고민할 때 개인증상 중심에서 돌봄의 시각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자살예방 중심, 개인의 위기양상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 위기 원인발생부터 위기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지원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는 가족의 돌봄의 책입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책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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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면, 가족의 돌봄 부담에
의한 입원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자타해 위험인 분들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요즘 저희가 통합돌봄을 하면서 주로 생각
하는 위기는 이게 워낙 18년도에 위기대응팀을 만들면서, 자타해위험이 위기다라고 좀 더 그
때는 일정적인 생각에서 위기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요즘엔 저희가 통합돌봄을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게...과연 이 분이 어머님 하나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거
에요. 형제들이 아무도 안 돌볼꺼거든요. 20년 넘게 어머님하고만 사셨고. 그럼 이 분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없을거고..(현장전문가 D).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지역에서 뭐한거지. 이 분 하나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든게. 도대체
우리는 지역에서 뭘 만든거지. 이런 생각 때문에 통합돌봄을 시작하게 된거였거든요. 그러다보
니깐. 아 위기라는게 이 분에게는 이런 것조차가 다 위기겠구나(현장전문가 D)
지역에서 책임을 지면. 가족도 시도해 볼 수 있고. 이 분도 저희가 가족들에게 가서 자립지원
주택에서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볼테니깐. 퇴원시켜보자고 저희는 좀 더 강하게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현장전문가 D)

나.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
가) 데이케어 센터 등 낮 생활 지원센터 확대
위기 원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장전문가 F인 찾동 공무원은 지역사회 내 입
원기관 말고는 갈곳이 없는 낮생활 지원 기관의 부족이 위기 원인과 재입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낮생활을 지원하는 기관만 지역사회 내 충분히 있다고 한
다면, 위기 원인의 발생과 재입원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잘 지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보내야 하는데.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한 시설이 너무 없는게
문제에요. 그게 제일 핵심이죠. 입원이고 다 필요 없어요. 응급입원 할 수 있어요. 갔다오면
되고. 30년동안 병원계시다가 입원하고 나오신 분도 갈 때만 있으면 정착해서 살 수 있어요찾
동 공무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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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사회 내 생활위기 예방을 위한 독립, 주거지원서비스 등 지원
지역사회 생활위기에 대한 인지와 준비를 위해 지역사회 내 생활위기를 준
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은 돌봄공백으로 인한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리 준비함으로써 위기발생
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예로 확대형 가사지원서비스, 집
수리, 입원하지 않고 독립적 공간에서 살기 등에 대한 지원이다.
이 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분들이 오셔서 활용하시면 되는
데. 이 분들은 자기들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독립생활
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자립생활체험 프로그램도 있어서. 너희 부모님이 살아가실 때 한 번이라도
이용해보자. 어머님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3달에 거
쳐서 점점 스펀지 물 스며들 듯이 알려드리는 과정을 또 교육을 하고 있어요(현장전문가 D).
주거를 꼭 만들어야겠구나. 이 분이 퇴원하고 갈 수 있는 재활시설들. 낮에 갈 수 있는데를
만들어야 겠구나(현장전문가 D).
확대형 가사지원서비스, 집도 고쳐드리구요. 뭐 이분들에게 가서 독립생활 프로그램도 1:1
로 해드리고. 이러다보니깐. 사례관리자들이 대상자집에 거의 하루가 멀다하고 가서. 저희 이거
있는데 해보자. 보호자에게도 이거 있는데. 입원시키지 말고 여기로 와서 잠깐 3일만이라도 나
믿고 맡겨달라고 하니깐. 사례관리자들도 너무 좋아하는거에요(현장전문가 D).

다)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빈곤 지원
현장전문가 B는 위기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
적 빈곤도 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
다고 말한다.
당사자분들이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빈곤으로 나타나는 것도 위기라고 봐요. 그런 상황에
서 이 분들에게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인프라 또한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현장전문가 B)

라) 독립적인 위기지원팀 구축
현장전문가 D는 사례관리팀과 독립적인 위기지원팀이 위기지원시스템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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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례관리를 하면서 위기지원까지 하기에는 담당
하는 사례에 대한 미안함과 실질적으로 위기발생 전부터 사후까지 지속적인 관
심을 갖기에는 현재 1명당 70~80명을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
한다. 현장전문가 C는 현재 응급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른 사례에게 모두 죄송
하다고 하고 나가야 하기에 다른 사례들에 대한 지원측면에서는 형평성에 어긋
나기 때문에, 독립적인 위기지원팀과 이에 따른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사
례관리 그리고 위기지원도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저희는 인력이 되니깐. 아마 그래도 저희는 1명이 사례를 한 25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깐. 그런 인력의 여유가 좀 되어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직접 나가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는 사례를 한 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위기대응팀이 4명이 있어요. 그러니깐 그 팀에
서 루틴하게 보고 있는 사례팀이 나가셔야 하는데는 사실은 부담이잖아요(현장전문가 D)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랑 다 취소를 하는거죠.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개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전담인력이 필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 그런 전담인력없이 너희가 그 안에서 알아서 해보라고 했을 때. 기존 서비스도 망하고, 위기
개입도 잘 안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

마) 24시 위기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기관간 MOU 체결 및 정보 공유
앞서 제시한 바 있듯이 현장전문가들은 위기지원들간의 협업이 매우 어렵다
고 하였다. 화성시의 통합돌봄모델에 따르면,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야간
에 상담 및 지원 할 수 있는 정신병원, 경찰, 외래의사, 보건소, 주민센터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다. 즉 24시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내 건강복지센
터는 야간의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정신병원과 연계하여 경찰 등이 위기상황과
입원 등의 판단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정신병원과 협력을 하고 있었
다. 또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응급상황에 대한 의학적 의견조율이 필요한 경우
에는 외래의사와의 라인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를 겪더라도 정신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통합돌봄제도와 함께 나타난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정신병원의 베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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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은 저희가 오길 굉장히 원하죠. 그래서 24시간 오길 원하는데. 그런데 저희는 밤 10
시까지만 하고 있죠(현장전문가 D).
밤 10시부터는 지역에서 협약을 맺은 정신병원 2곳이 있어요. 그 2곳 병원에 전화를 돌려
요. 그러면, 그 병원은 입원 병원이기 때문에 24시간 콜을 받으시잖아요. 그 병원에선 출동은
나가시지 않고 컨설팅은 가능하세요. 그럼 사실 경찰이 헷갈리는게.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데리
고 가야 하는건지. 집에 놔둬도 되는건지. 아니면 응급실로 데리고 가야 하는건지가 헷갈리신데
요. 그래서 그걸 대부분 정신병원 간호실에서 받아주시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병원에 데리고
오시라고 하면, 정신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런 컨설팅을 해주세요(현장전문가 D).

바) 당사자와 중심에서 위기 시 대처 등 계획할 필요
현장전문가 A는 증상발현이 시작되거나 약간의 변화가 보일 때부터, 어떠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입원 시 어떠한 병동을 원하는 지 등에 대해 위기
전에 서로 의견을 나누며, 위기에 대처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얘기한다. 즉
당사자와의 위기 대처 계획 등은 향후 위기 시 당사자와 고민한 바 있는 대처
를 수행함으로써 섣부른 판단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증상발현이 시작되거나 그런게 같이 생활하면 느껴지는데 그 때 중요한 건. 그 분이 현재
어떠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 하구요. 그분이 계속 어려움을 겪거나
본인이 입원이 필요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디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하시는
지. 또 당사자분들 중에서도 폐쇄병동에 담배를 못 피는데 흡연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려는 분들
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 정보를 모으고(현장전문가 A)
이전에 개인력, 병력, 생활에 관한 것 등 정보를 알면 알수록 이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
깐. 섣부른 대처나 판단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현장전문가 B)
그런 과정에서 누적 되다보니깐. 이젠 제가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그의 호흡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는게 중요하다고 보고(현장전문
가 A)

사) 당사자 주위의 지지체계 마련 및 동료지원가 양성
현장전문가 A는 증상 또는 위기를 완화시키는데 약물도 중요하지만,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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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커뮤니티 또는 지지체계가 형성될수록 위기를 겪고, 그 경험을 떨쳐버
릴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위기가 약한 위기상황에서는 동료지원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는 약물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주변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
아요. 지지체계나 커뮤니티가 형성된 분들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지원이나 자원이 많잖아요. 그
러다보니깐. 같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빨리 헤쳐나올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현장전문가 A)
쉼터는 당연한거구요. 위기상황에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없는 정도가 약한 위기상황에서 도
움을 주는 동료지원가 양성도 필요하다고 봐요(현장전문가 A)

아) 지리적 접근성 및 질적, 공공성을 띈 공공병원 등 필요
응급입원 관련해서는 공공성을 띈 공공병원에서 베드를 만들어야 하며, 민간
보다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공성을 띈 공간이 자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응급입원의 치료환경이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환경에 대한 시설과 질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공공병원에서 응급입원 관련 베드를 만들고 친환경적 대처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필요로
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은평시립 한 곳이고 그곳에서 돌아간 이야기지만. 흡연도
못하게 하니깐 당사자 입장에선 힘들고 불편하죠.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공성을 띈 공간이 곳곳
에 지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작더라도 환경을 잘 갖춰서 할 부분이 있고(현장전문가
B)
도심병원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들어가면 너무 무섭고. 특히 처음 응급입원하시는 분들
을 보면. 입원을 하면 건물 너무 낡았고. 침대 소리나고. 사람들 너무 무섭고. 그래서 응급입원
의 치료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게 트라우마가 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응급상황에
서 질높은 치료환경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현장전문가 C)

차. 경찰서 내 정신건강전문 인턴 또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연계 필요
현장전문가 F인 경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연계 부족으로 응급입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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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판단을 위해서 정신과 인턴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그래서 윗분에게도 많이 이야기 하죠. 특히 밤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깐. 인턴
의사선생님을 경찰에 배치해줬으면 좋겠다. 현장상황을 모르니깐. 또 경험으로보면 여성분들도
만나는데. 보통 강박장애가 심한데. 가족이 손을 못 데는 거죠. 병원도 안 간다고 하고.(현장전
문가 F)

자) 관리가 아닌 당사자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위기 쉼터
현장전문가 대부분은 위기쉼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행 위기 쉼터의
기능으로 만들어 놓은 지역사회 전환시설이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지역사회 내에 1개 이상씩 존재해야 하지만, 현재
는 서울 4개, 경기도 2개 정도로 인프라 자체가 없음을 비판하고 있다. 현장전
문가 C는 지역사회 내 위기쉼터의 부재로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는 그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위기기 때문이기에 구에 1개 이상씩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또한 위기쉼터의 역할이 현행과 같은 당사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
루어진다면, 그 역시도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위기 쉼터가 되어야 하며, 혼자 있거나 단체 생활 등의 유형도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 분을 분리해야 하는데. 이 분리해서 쉴 수 있는 위기쉼터가 생긴다면, 병원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가시겠죠. 그런데 그런 곳이 없으니깐 병원을 선택하는데(현장전문가 B)
지역사회전환시설은 6개월 정도 있을 수 있죠.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는 건 재활훈련, 공동생
활가정, 원가정 복귀 이런 구조인데. 원래 전환시설이 쉼터 하는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못하는
거죠(현장전문가 A)
근데 당사자가 원하는건 관리가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원하는 거거든요. 하루 약 아침, 점심, 저녁 꼬박 먹는지 체크하고 그런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현장전문가 A)
위기에. 예를들어 갑자기 집에 하수구가 뚫려서 물바다가 된 집이 있는거에요. 그래서 위기
쉼터하려고 했는데. 저희랑 가장 가까운 위기쉼터가 은평구인거에요. 이 분은 그런데 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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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도 위기인거에요. 낯선곳에 가서 생활을 하는 것도 위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라. 단체생활도 싫으신 분이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현장전문가 C)

차) 입원 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가구원에 대한 돌봄공백 서비스
당사자의 위기로 입원이 필요하였지만,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가구원의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는 당사자의 위기를 더 고조시킨 경우도 있었다.
현장전문가에 의하면, 당사자와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가구원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 한명의 입원은 그 외 가구원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와이프랑 사는게 힘들고. 40이 넘었는데 아이같고. 내가 혼자 죽고 싶지만. 내가
가면 얘는 아무것도 못하니깐. 얘도 죽고 나도 죽겠다 이런 상황인거에요. 와이프는. 우리는
세트로 움직여야 하는데. 내가 입원을 하면 와이프는 굶어죽는다고 하더라구요(현장전문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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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양적 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현재 정신장애인의 위기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체계의 법제 근거가 미흡하고,
다양한 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역시 미구축 상태이다. 또한 현재 정신장
애인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
관리에 국한되어, 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
이다.
국외의 경우 위기개념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위기지원정책
들이 정교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은 아직까지, 정신장애인의 위기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논의된 바가 없으며 위기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정책적인
개념 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우리나라 정신건강체계에서는 정신장애
인의 위기 상황을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입원요건인 ‘자타해위험’과 동일시
함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기 개입은 급성기 상태를 잠재울 수 있는 의료
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간주되어 비자의입원이라는 결과로 자연스럽
게 연결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자립관점에서 보면, 정신건강상 위기를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
힐 위험 소지가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스스로를 돌보거나 효과적
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까지를 포괄하여 정의한다면, 위기개념이 보다 광범
위해지면서 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관점 역시 더욱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자타해 여부로 국한된 정신장애인의 위기 개념에서 다양한 위기 상
황들을 포괄할 수 있는 위기개념을 양적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포괄적인 위기에 대한 예방적인 개입방안, 법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다음의 단계를 통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즉 문헌연구
와 질적연구를 통해 위기개념 등을 도출하였으며, 동 도출 내용들을 토대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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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원인과 위기양상 그리고 지원체계의 문제점 등을 담
아 설문지 초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1차로 고안된 설문지는 연구진들의 지속적
인 회의와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토대로 2차로 설문지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
로 예비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검토하여 설문지를 3차로 수정보완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포함된 내용은 위기 양상과 위기원인 등을
포함한 ‘위기 경험’ 실태와 ‘위기지원 경험’ 및 ‘위기지원 욕구’를 에 대한 욕구’
와 더불어 약물복약태도, 입원경험조사 척도 및 정신건강인식 등을 통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원체계 구축의 실마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탐색적 방식을 통한 위기개념 도출

설문지 개발 및 조사 실시
전문가 회의 및
연구진 회의

문헌연구

질적 연구

․ 위기 개념
(원인 및
양상)선
행 연 구
고찰

․위기개념(원
인, 위기양
상) 도출
-당사자 집단
-가족 집단
-전문가 집단

․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
터, 토탈케어서
비스 센터, 장
애인당사자 단
체 등 5인 설
문지 검토
․연구진 회의 3
회

2단계

3단계

1단계

→

예비조사
․5사례(장
애인당
사자 단
→ 체)
․문항
수정 등

4단계

본조사실시
․331명
조사 실
시
․위기경험
조사

지역사
회 내
위기지
원체계
→ 구축

5단계

[그림 Ⅰ-1] 설문지 개발 단계

본 연구의 조사 목적은 정신장애범주 뿐만 아니라 장애범주에 포함되어 있
지 않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기 경험’ 실태 및 ‘지역
사회에서 위기지원에 대한 욕구’ 의 파악인 만큼 상당한 수준의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과정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제공기관,
장애인당사자단체 등의 정신건강 관련 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각 시
설을 이용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정신장애범주 뿐만 아니라
장애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위기의 경험이 있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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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 조사대상
앞선 질적 연구의 심층면담에서는 위기 경험이 보다 풍부한 중증정신질환한
자를 대상으로 삼은 반면, 본 조사에서는 조사의 편의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위
기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응답을 포함하기 위하여 모집단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정신질환자로 확장하여 총
350명의 당사자를 표집하였다. 최종적으로 현장전문가인 조사자의 지원을 받
아 온라인설문에 응답한 33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표집방법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지역사회서비스 및 주간재활서비스에 해당하는 정신재
활시설 이용자 및 토탈케어서비스 이용자 그리고 정신보건복지센터 이용자, 지
역사회에서 고립된 경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를 대
상으로 표집하였다.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는 집계가 불가능하나,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경험
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동료지원가로부터의
위기 지원을 받은 경험이 특수하므로 조사대상에 임의적으로 할당하였다. 이에
따라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는 60명(전체 표본의 17%), 재활훈련시설 및 토
탈케어서비스, 정신보건복지센터 이용자 중 수도권 170명(48.5%), 충청권 40
명(11.5%), 호남권 30명(8.5%), 영남권 40명(11.5%), 제주권 10명(3%) 총
350명을 표집하고 조사하고자 하였다.
<표 Ⅴ-1> 연구대상자등 수 및 산출근거
당사자 집단
∙ 모집단은 전국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이며 그 중 총 350명의 정신장애인을 표본추출함
∙ 지역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와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경험이 있었을 가능
성이 높은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 권역별 정신재활시설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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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수
비율
179
51.29%
65
18.62%
36
10.31%
권역별
정신재활시설 수
59
16.90%
4
1.15%
6
1.71%
합계
349
100%
∙ 현재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는 집계가 불가능하나,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경험을 가졌을 가
능성이 높고 동료지원가로부터의 위기 지원을 받은 경험이 특수하므로 조사대상에 임의적으로
할당함
∙ 그 외 정신재활시설의 수를 권역별로 비례할당(강원권은 시설 수가 현저히 적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제주권

구분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도권
충청권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합계

인원수
60
170
40
30
40
10
350

비율
17%
48.5%
11.5%
8.5%
11.5%
3%
100%

• 유의표집방법 중 할당사례선택을 활용
- 모집단의 하위집단을 확인한 다음 각각 몇 사례씩 할당하여 선택하는 방법으로 대표성이
필요한 경우 사용(patton, 2002)
- 정신건강복지의 각 전달체계에서의 위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할당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정
신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시설을 위기대응 중심으로 소집단으로 구분하여 표본을
추출함

(3) 조사절차
정신재활협회, 장애인당사자단체, 토탈서비스제공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협
회 등을 통해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지역별 표집대상자를 확정한 후 온라인 설
문을 진행하였다. 한국정신재활시설 현장전문가,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제
공기관 현장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장전문가, 장애인당사자단체 당사자
지원업무 담당자 등이 조사진행자(이후 조사자)가 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
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조사자의 지원하에 온라인 설문조사가 9월 4주부터
10월 마지막주까지 약 1.5개월동안 응답자 33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자의 이름, 연락처가 본 조사 앞에 설계되어 있어, 조사자 지원 하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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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4) 연구윤리
본 연구의 조사원은 1차적으로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 참여에 대한 장·단
점, 자발적 연구철회,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을 연구대상자에게 고지
한다. 특히 조사에 자발적 참여를 우선시 하며, 1차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조사에 참여 가능한 일자를 조율하고, 조사 참여 시, 필요한 보조기구 등
의 필요 여부를 물어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해 편안한 상황 속에서 인터뷰를 진
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실제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원이 직접 대면하여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 참여에 대한 장·단점, 자발
적 연구철회,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을 재차 설명하고 연구대상자와
대면하여 조사원이 온라인 맨 앞장에 개인정보 동의에 표기할 경우, 서면동의
로 갈음됨으로 제시하였다. 조사 시에 건강상의 위협으로 조사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수당을 제공하도록 하였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IRB를 진행함으로써, 연구윤리에 문제가 없도
록 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1) 설문지 구성 및 척도 측정수준
설문지의 주요 구성내용은 일반사항, 위기경험, 위기지원, 위기지원요구, 정
신건강인식으로 세부내용은 다음 표 Ⅴ-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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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설문지 구성
구분

척도

구성내용
- 성별, 연령, 교육, 생활권, 수급여부, 동거인, 소득, 직업, 일상생활

일반
사항

위기경험

-

-

-

(주장애,중복장애) 장애등록 여부, 장애유형 및 정도, 급수, 등록연도(
장애등록 시도 및 탈락 경험
이용 지역사회 기관
의료보장유형
초발 시기, 정신질환 진단명, 입원시기 및 기간

- 위기양상, 위기원인, 위기경험횟수
- 외래진료 주기, 평균진료시간, 약물복용, 음주주기
- 입원필요(응급)상황 인식, 입원불필요(위기)상황 인식, 퇴원후 위기원인

KDAI-10 - 약물복용태도(한국판 약물태도 척도)

위기지원
AES16)

위기지원
욕구

-

-

위기 해결방법, 지원요청 대상 및 경험,
입원 횟수 및 기간, 입원 이유
입원의 효과, 입원기간 영향, 입원 트라우마
위기지원내용, 위기시 어려움, 위기대응교육

- 입원경험척도 MacArthur Admission Experience Survey
(입원결정, 강요여부, 위협여부, 입원시 감정 등 총16개 문항)
-

위기상황시 두려움
지역사회 주도 해결방식 인식
위기상황시 필요서비스
사전의료지시서 제도․ 절차보조서비스․쉽터․오픈다이얼로그 필요정도

MHCS-K - 한국어판 정신건강자신감 척도 총 16개 문항
정신건강
인식

RES
-

-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reem Scale, RES) 총10개 문항
- 정신질환 인식 관련 8개 문항

(2) 자료분석방법
설문에 응답한 자료를 SPSS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고, 결과는 빈도
및 기술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16)
The
MacArthur
Coercion
Study
Admission
Experience
http://www.macarthur.virginia.edu/shortform.html. Accessed 27 Ap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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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Short

Form.

2. 조사결과
1) 연구참여자 일반적 사항
본 조사 분석결과, 연구참여자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이 192명(58.0%), 여성이 139명(42.0%)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연령은 20세 ~29세가 36명(10.9%), 30세~39세가 89명(26.9%), 40
세~49세가 90명(27.2%), 50세~59세가 82명(24.8%), 60세 이상이 34명
(10.3%)로 30~40대가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학력은 고
졸이 178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졸이상이 63명(19.0%),
전문대졸이 39명(11.8%), 중졸이 34명(10.3%)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148명(72.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거주유형 역시 지역사회
독립이 254명(76.7%)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대도시 186명(56.2%), 중소도시 111명(33.5%), 농어촌 34명
(10.3%)의 순으로 대도시 거주자가 절반이 넘었으며, 거주유형은 지역사회 독
립이 254명(56.2%)로 가장 많았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63명(49.2%)로 비수급자 168명(50.8%)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거인은 부모가 133명(34.5%)으
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혼자(95명, 24.6%)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응답으로는
시설거주자가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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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연구참여자 인구사회학적 특징(성별, 연령 등)
구분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거주지역

거주유형

수급

동거인

범주

명(N)

백분율(%)

합계

남성

192

58.0

여성

139

42.0

331
(100)

20세 ~ 29세

36

10.9

30세 ~ 39세

89

26.9

40세 ~ 49세

90

27.2

50세 ~ 59세

82

24.8

60세 이상

34

10.3

무학

1

.3

초졸

15

4.5

중졸

34

10.3

고졸

178

53.8

전문대졸

39

11.8

대졸이상

63

19.0

기타

1

.3

미혼

254

76.7

결혼/동거

28

8.5

별거

2

.6

이혼

42

12.7

사별

5

1.5

대도시

186

56.2

중소도시

111

33.5

농어촌

34

10.3

지역사회 독립

254

76.7

생활시설

30

9.1

공동생활가정

21

6.3

지원주택

21

6.3

기타

5

1.5

수급 대상

163

49.2

수급 대상 아님

168

50.8

배우자

29

7.5

부모

133

34.5

자녀

19

4.9

형제자매

49

12.7

조부모

4

1.0

기타 친척

2

.5

친구 동료

25

6.5

혼자

95

24.6

기타

30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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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100)

331
(100)

331
(100)

331
(100)

331
(100)

331
(100)

3861)
(100)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167명(50.5%)로 절반을 차지하고 월
평균 개인소득 역시 약 72.74만원이었는데, 이는 경제적 계층인식 중 하층이
170명(51.4%)인 것과 맥락을 같이하며 정신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
려움을 실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직업 역시 없는 경우가 203명(61.3%)로
더 많았고,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
업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가 51명(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 연구참여자 인구사회학적 특징(소득, 직업 등)
구분

월평균 가구
소득

경제적 계층
인식
직업

직업
상세

범주

명(N)

백분율(%)

100만원 미만

167

50.5

100~199만원

51

15.4

200~299만원

34

10.3

300~399만원

15

4.5

400~499만원

12

3.6

500~599만원

4

1.2

600~699만원

1

.3

700~799만원

1

.3

800~899만원

1

.3

900~999만원

-

-

1000만원 이상

2

.6

잘 모름

41

12.4

응답거절

2

.6

하층

170

51.4

중층

136

41.1

상층

25

7.6

직업 있음

128

38.7

직업 없음

203

61.3

자영업

2

1.6

일반 사업체

43

33.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22

17.2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51

39.8

기타

10

7.8

합계

331
(100)

331
(100)
331
(100)

128
(100)

구분

유효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개인소득(만원)

326

0

901

72.74

73.398

평균 근로시간

128

1

150

26.81

1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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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

중

등록장애인은

235명(71.0%)로

미등록장애인(96명,

29.0%)의 두 배가 넘고, 장애유형은 정신장애가 212명(90.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장애정도 역시 중증이 192명(81.7%)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
며, 중복장애는 34명(14.5%)로 나타났다.
미등록장애인 96명에게 장애등록을 시도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내가 가진 질환이나 장애는 등록장애인으로 인정이 안되어서’라
는 응답이 48명(50.0%)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어서 ‘장애인이라고 생각하
지 않아서’ 15명(15.6%), ‘등록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서’ 14명
(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사회 기관 및 서비스로는 정신재활시설이 216
명(65.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47명, 14.2%), 정
신장애인당사자단체(31명, 9.4%), 정신건강복지센터(24명, 7.3%)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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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장애등록 관련 사항
구분

범주

명(N)

백분율(%)

합계

등록 장애
여부

등록 장애인

235

71.0

미등록 장애인

96

29.0

331
(100)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 등급

중복장애
여부

장애 등록
거부 이유

주로
이용하는
지역사회
기관

의료보장
유형

뇌병변장애

4

1.7

정신장애

212

90.2

지적장애

14

6.0

지체장애

4

1.7

청각장애

1

.4

경증

43

18.3

중증

192

81.7

1급

2

.9

2급

26

11.1

3급

193

82.5

4급

2

.9

없음

11

4.7

있음

34

14.5

없음

201

85.5

등록해도 별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

3

3.1

등록과정이 번거로워서

6

6.3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15

15.6

남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

9

9.4

등록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서

14

14.6

자신의 질환 및 장애는
등록장애인으로 인정 안되어서

48

50.0

기타

1

1.0

정신재활시설

216

65.3

정신건강복지센터

24

7.3

정신장애인당사자단체

31

9.4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47

14.2

기타

13

3.9

의료급여1종

148

44.7

의료급여2종

20

6.0

건강보험

148

44.7

미가입

2

.6

모름

13

3.9

235
(100)

235
(100)

234
(100)

235
(100)

95
(100)

331
(100)

33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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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조현병이 230명(69.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 이어서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질환이 처음
나타난 시기는 평균 18.69년 전으로, 질환의 진단 평균 16.72년과 약간의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에 입원을 해본적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276명(83.4%)이 가지고 있으며, 전체입원횟수는 평균 4.04회, 강제입원 횟수
는 평균 2.05회로 여전히 강제입원을 상당정도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입원기간은 평균 21.08개월로 나타났다.
<표 Ⅴ-6> 정신질환 관련 사항
구분

진단명

정신의료기관
입원 여부

범주

명(N)

백분율(%)

조현병

230

69.5

양극성정동장애

33

10.0

우울증

37

11.2

조현정동장애

13

3.9

발달장애

1

.3

알콜약물장애

4

1.2

신경증

1

.3

기타

12

3.6

있음

276

83.4

없음

55

16.6

합계

331
(100)

331
(100)

구분

유효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질환 초발 기간(년)

301

2

52

18.69

10.137

질환 진단 기간

301

1

52

16.72

9.709

전체 입원 횟수

276

1

30

4.04

4.171

강제 입원 횟수

276

0

30

2.05

3.477

입원기간(개월)

276

0

372

21.08

4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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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경험 및 지원 관련 사항
(1) 위기경험
지난 1년간 다양한 위기 양상들을 경험했는지 확인한 결과, ‘심각한 우울감
또는 불안감이 들었다’(178명, 9.6%)와‘잠을 자기 어려웠다’(177명, 9.6%)를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Ⅴ-7> 위기양상 경험(다중응답)
반응

명(N)

백분율(%)

케이스
중
%

1. 잠을 자기 어려웠다

177

9.6

59.4

2. 자살 또는 자해를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있다

89

4.8

29.9

3. 자살시도 또는 자해행동을 하였다

51

2.8

17.1

4. 다른사람에게 분노 또는 반발감을 느꼈다

145

7.8

48.7

5. 타인에게 말을 공격적으로 하거나 언어 폭력을 행사하였다

83

4.5

27.9

6. 타인에게 행동을 공격적으로 하거나 신체 폭력을 행사하였다

30

1.6

10.1

7. 주변의 물건이나 기물을 파손시켰다

42

2.3

14.1

8. 심각한 우울감 또는 불안감이 들었다

178

9.6

59.7

9. 우울과 불안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였다

92

5.0

30.9

10. 충동성이 과도하게 높아졌다

86

4.6

28.9

11. 고립감과 소외감을 심각하게 경험하였다

131

7.1

44.0

12.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거나 무기력해졌다

137

7.4

46.0

13. 망상 또는 환각을 현실과 구분하기 힘들었다

76

4.1

25.5

14. 감각이 무뎌져 주변의 자극들(시각, 청각, 촉각 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45

2.4

15.1

15. 집밖을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다

78

4.2

26.2

16. 스스로 한 행동이나 말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129

7.0

43.3

17. 내 상황에 몰입되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

110

5.9

36.9

18. 가슴이 먹먹하거나 답답한 기분이 계속 반복되었다

128

6.9

43.0

구분

19. 기타
총계 (유효값 178)

45

2.4

15.1

1852

100.0

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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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위기 양상 중에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심각하게 영향을 준 1순위
역시 ‘잠을 자기 어려웠다’(106명, 32.0%)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2순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위기 양상은 ‘심각한 우울감 또는 불안감이 들었다’(49명,
14.8%)으로 조사되었다.

<표 Ⅴ-8> 위기양상 중 심각한 영향 우선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1. 잠을 자기 어려웠다

106

32.0

26

7.9

34

10.3

2. 자살 또는 자해를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있다

16

4.8

19

5.7

7

2.1

3. 자살시도 또는 자해행동을 하였다

11

3.3

7

2.1

10

3.0

4. 다른사람에게 분노 또는 반발감을 느꼈다

34

10.3

41

12.4

23

6.9

9

2.7

22

6.6

15

4.5

3

.9

3

.9

8

2.4

7. 주변의 물건이나 기물을 파손시켰다

1

.3

10

3.0

7

2.1

8. 심각한 우울감 또는 불안감이 들었다

42

12.7

49

14.8

34

10.3

9. 우울과 불안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였다

11

3.3

16

4.8

17

5.1

10. 충동성이 과도하게 높아졌다

10

3.0

14

4.2

14

4.2

11. 고립감과 소외감을 심각하게 경험하였다

14

4.2

15

4.5

22

6.6

12.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거나 무기력해졌다

15

4.5

23

6.9

16

4.8

13. 망상 또는 환각을 현실과 구분하기 힘들었다

8

2.4

15

4.5

14

4.2

14. 감각이 무뎌져 주변의 자극들(시각, 청각, 촉각 등)
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3

.9

4

1.2

6

1.8

15. 집밖을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다

4

1.2

9

2.7

7

2.1

16. 스스로 한 행동이나 말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8

2.4

17

5.1

14

4.2

17. 내 상황에 몰입되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

7

2.1

7

2.1

19

5.7

18. 가슴이 먹먹하거나 답답한 기분이 계속 반복되었다

13

3.9

14

4.2

16

4.8

5. 타인에게 말을 공격적으로 하거나 언어 폭력을 행사
하였다
6. 타인에게 행동을 공격적으로 하거나 신체 폭력을 행
사하였다

19. 기타

16

4.8

20

6.0

48

14.5

총계

331

100.0

331

100.0

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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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양상을 촉발시켰던 상황 즉, 위기 원인으로는 1순위에서는 ‘사회적 관계
갈등’(90명, 27.2%)이, 2순위와 3순위는 ‘기타’(66명, 19.9%/ 67명, 20.2%)
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Ⅴ-9> 주요 위기원인 우선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1. 사회적 관계 갈등(가족 및 친구, 돌봐주는 자 등과의
갈등)

90

27.2

36

10.9

26

7.9

2. 알코올 또는 다른 중독성 약물 과다 복용

13

3.9

10

3.0

9

2.7

3. 직장 불안정(실업, 취업의 어려움 등)

36

10.9

33

10.0

26

7.9

4. 코로나 등으로 인한 일상적 활동의 어려움(센터 이용
하기 등)

37

11.2

34

10.3

18

5.4

5. 주거 불안정

3

.9

5

1.5

10

3.0

6. 약물 중단 및 단약

7

2.1

13

3.9

11

3.3

7. 사회적 고립 및 소외(사회적 단절, 외로움 등)

20

6.0

32

9.7

41

12.4

8. 돌봐주는 사람의 갑작스런 부재(부모 사별, 부모 병원
입원, 이혼 등)

5

1.5

6

1.8

11

3.3

9.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일상생활
등)

9

2.7

19

5.7

20

6.0

10. 정신약제 과다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쇼크경험

5

1.5

10

3.0

13

3.9

11. 가족, 직장,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 수행의 어
려움

6

1.8

13

3.9

22

6.6

12. 경제적인 어려움

18

5.4

28

8.5

25

7.6

13.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한 차별과 낙인

7

2.1

11

3.3

14

4.2

14.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발현

15

4.5

15

4.5

18

5.4

15. 기타

60

18.1

66

19.9

67

20.2

총계

331

100.0

331

100.0

331

100.0

지난 1년간 경험한 위기의 횟수는 평균 7.63회이며, 위기의 지속기간은 평균
13.76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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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위기경험 횟수 및 기간
구분

유효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난 1년간 위기경험(횟수)

331

0

303

7.63

26.185

위기 지속기간(일)

218

1

360

13.76

29.529

지난 1년간 정신과의사에게 외래진료 주기를 확인한 결과 한달에 1회정
도가 193명(58.3%)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대다수가 정기
적인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외래 진료시 회당 평균
진료시간은 5분 미만이 125명, 5분~15분 미만이 175명으로 전체 중 90%
를 넘게 차지해 진료의 질이나 깊이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Ⅴ-11> 진료 및 복용 관련 사항
구분

지난 1년동안
정신과
의사(정신건강
전문의)
외래진료

외래진료시
회당 평균
진료시간

지난 1년간
처방 정신약물
복용 양상

범주

명(N)

백분율(%)

주 1회 이상

15

4.5

한달마다 1회

193

58.3

1년동안 1~3회

5

1.5

한달마다 2-3회

62

18.7

2-3개월 1회

52

15.7

간적없다

4

1.2

5분미만

125

37.8

5분~15분미만

175

52.9

15분~30분미만

22

6.6

30분~2시간 미만

6

1.8

1시간~1시간 반 미만

1

.3

기타

2

.6

꾸준히 복용

283

85.5

대체로 복용하는 편

33

10.0

상황에 따라 간헐적 복용

10

3.0

복용하지 않음

3

.9

기타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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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31
(100)

331
(100)

331
(100)

약물복용은 꾸준히 복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72명(84.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한국판 약물태도 척도(Korean
version

of

Drug

Attitude

Inventory-10,

KDAI-10)Drug

Attitude

Inventory(이하 DAI)를 통해 항정신병약물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 반응과 약물
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였다.
한국판 약물태도 척도(Korean version of Drug Attitude Inventory-10,
KDAI-10)Drug Attitude Inventory(이하 DAI)는 항정신병약물에 대한 주관
적 긍정적 느낌(subjective positive feeling, 이하 PS)을 평가하는 6개항목과
주관적 부정적 느낌(subjective negative feeling, 이하NS)을 평가하는 4개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된 문항에 대하여 PS 문항을 ‘예’라고 한 경우와
NS 문항을 ‘아니오’로응답한 경우에는 ‘+1’로 채점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1’
로채점하여 PS의 점수와 NS의 점수를 구한다. 최종 점수는 PS와 NS를 합하여
계산한다. 범위는 최소 -10점에서 최고 +10점이며, 최종 점수가 양수이면 긍
정적인 주관적 반응을, 음수는 부정적인 주관적 반응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Yoon등(2002)의 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바 있고, 항정신병약
물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양적으로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있는 척도
로서 복약 순응도를 파악하는데 효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임홍규 외,2016).
조사결과 최종 2점 이상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응답자가 173명으로 52.3%
로 나타나 –2점 이하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응답자 75명, 28.7%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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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2>한국판 약물복약태도(KDA)I 척도 항목
약물복약 태도

주관적느김

1

나는 약물을 복용할 때 장점이 단점보다 더 많다

PS

2

나는 약물을 복용하면 멍청이가 될 것 같은 두려운 느낌이 든다

NS

3

나는 내가 원해서(내 자신의 자유 선택에 의해서) 약물을 복용한다

PS

4

나는 약물을 복용하면 더 편안해진다

PS

5

나는 약물을 복용하면 더 피곤하고 둔해진다

NS

6

나는 오직 아플(병이 들) 때에만 약물을 복용한다

NS

7

나는 약물을 복용하면 더 정상적으로 느껴진다

PS

8

나의 정신(마음)과 신체가 약물로 조절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NS

9

나는 약물을 복용하면 생각들이 더욱 명료(뚜렷)해진다.

PS

10

나는 약물을 계속 복용함으로써, 아플(병이 들) 것을 예방할 수 있다

PS

<표 Ⅴ-13>한국판 약물복약태도(KDA)I 척도 조사결과
구분

KDAI

최종점수

명(N)

백분율(%)

-10

4

1.2

-8

4

1.2

-6

19

5.7

-4

26

7.9

-2

42

12.7

0

63

19.0

2

101

30.5

4

46

13.9

6

22

6.6

8

3

.9

10

1

.3

합계

331
(100)

구분

유효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KDAI 총점

331

-10

10

0.53

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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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위기상황 중에서 입원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한 결
과, 1순위에는 ‘자살시도 및 자해행동’(75명, 22.7%)이, 2순위에는 타인에게
공격행동 및 신체폭력 행사‘(41명, 12.4%)가 나타났다.

<표 Ⅴ-14> 입원이 필요한 응급상황 인식 우선순위
구분

1순위
빈도(N) 백분율(%)

2순위
빈도(N) 백분율(%)

3순위
빈도(N) 백분율(%)

1. 잠을 자기 어려웠다

57

17.2

17

5.1

23

6.9

2. 자살 또는 자해를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있다

39

11.8

32

9.7

13

3.9

3. 자살시도 또는 자해행동을 하였다

75

22.7

27

8.2

13

3.9

4. 다른사람에게 분노 또는 반발감을 느꼈다

13

3.9

25

7.6

12

3.6

5. 타인에게 말을 공격적으로 하거나 언어 폭력을 행사
하였다

11

3.3

20

6.0

15

4.5

6. 타인에게 행동을 공격적으로 하거나 신체 폭력을 행
사하였다

22

6.6

41

12.4

24

7.3

7. 주변의 물건이나 기물을 파손시켰다

4

1.2

14

4.2

21

6.3

8. 심각한 우울감 또는 불안감이 들었다

26

7.9

40

12.1

32

9.7

9. 우울과 불안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였다

22

6.6

26

7.9

26

7.9

10. 충동성이 과도하게 높아졌다

7

2.1

6

1.8

8

2.4

11. 고립감과 소외감을 심각하게 경험하였다

5

1.5

17

5.1

10

3.0

12.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거나 무기력해졌다

7

2.1

15

4.5

28

8.5

13. 망상 또는 환각을 현실과 구분하기 힘들었다

18

5.4

16

4.8

29

8.8

14. 감각이 무뎌져 주변의 자극들(시각, 청각, 촉각 등)
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

-

2

.6

5

1.5

15. 집밖을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다

2

.6

5

1.5

9

2.7

16. 스스로 한 행동이나 말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1

.3

5

1.5

13

3.9

17. 내 상황에 몰입되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

3

.9

4

1.2

8

2.4

18. 가슴이 먹먹하거나 답답한 기분이 계속 반복되었다

5

1.5

5

1.5

15

4.5

19. 기타

14

4.2

14

4.2

27

8.2

총계

331

100.0

331

100.0

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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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중 가족, 친구, 동료 및 정신보건전문가의 도움을 적절하게 받는 다
면 입원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우선순위를 확인한 결과,
1순위에는 ‘수면문제’(98명, 29.6%)이, 2순위와 3순위는 ‘심한 우울감 또는 불
안감’(44명, 13.3%/ 38명, 11.5%)으로 조사되었다.

<표 Ⅴ-15> 입원이 필요없는 위기상황 인식 우선순위
구분

1순위
빈도(N) 백분율(%)

2순위
빈도(N) 백분율(%)

3순위
빈도(N) 백분율(%)

1. 잠을 자기 어려웠다

98

29.6

11

3.3

18

5.4

2. 자살 또는 자해를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있다

39

11.8

28

8.5

7

2.1

3. 자살시도 또는 자해행동을 하였다

20

6.0

10

3.0

12

3.6

4. 다른사람에게 분노 또는 반발감을 느꼈다

25

7.6

31

9.4

14

4.2

5. 타인에게 말을 공격적으로 하거나 언어 폭력을 행사
하였다

9

2.7

19

5.7

19

5.7

6. 타인에게 행동을 공격적으로 하거나 신체 폭력을 행
사하였다

6

1.8

10

3.0

11

3.3

7. 주변의 물건이나 기물을 파손시켰다

2

.6

14

4.2

12

3.6

8. 심각한 우울감 또는 불안감이 들었다

30

9.1

44

13.3

38

11.5

9. 우울과 불안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였다

19

5.7

30

9.1

24

7.3

10. 충동성이 과도하게 높아졌다

4

1.2

13

3.9

12

3.6

11. 고립감과 소외감을 심각하게 경험하였다

16

4.8

33

10.0

22

6.6

12.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거나 무기력해졌다

16

4.8

18

5.4

24

7.3

13. 망상 또는 환각을 현실과 구분하기 힘들었다

11

3.3

18

5.4

10

3.0

14. 감각이 무뎌져 주변의 자극들(시각, 청각, 촉각 등)
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2

.6

2

.6

4

1.2

15. 집밖을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다

5

1.5

12

3.6

26

7.9

16. 스스로 한 행동이나 말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2

.6

8

2.4

14

4.2

17. 내 상황에 몰입되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

4

1.2

2

.6

15

4.5

18. 가슴이 먹먹하거나 답답한 기분이 계속 반복되었다

10

3.0

14

4.2

17

5.1

19. 기타

13

3.9

14

4.2

32

9.7

총계

331

100.0

331

100.0

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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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양상을 촉발시켰던 상황 즉, 위기 원인 중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결과, 1순위로 ‘사회적 관계갈
등’(113명, 34.1%)을, 2순위는 ‘직장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 및 소외’(46명,
13.9%), 3순위는 ‘경제적인 어려움’(41명, 12.4%)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Ⅴ-16> 위기원인 중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 우선순위
구분

1순위
빈도(N) 백분율(%)

2순위
빈도(N) 백분율(%)

3순위
빈도(N) 백분율(%)

1. 사회적 관계 갈등(가족 및 친구, 돌봐주는 자 등과의
갈등)

113

34.1

28

8.5

22

6.6

2. 알코올 또는 다른 중독성 약물 과다 복용

15

4.5

11

3.3

6

1.8

3. 직장 불안정(실업, 취업의 어려움 등)

37

11.2

46

13.9

27

8.2

4. 코로나 등으로 인한 일상적 활동의 어려움(센터 이용
하기 등)

29

8.8

33

10.0

22

6.6

5. 주거 불안정

11

3.3

20

6.0

20

6.0

6. 약물 중단 및 단약

19

5.7

15

4.5

15

4.5

7. 사회적 고립 및 소외(사회적 단절, 외로움 등)

28

8.5

46

13.9

35

10.6

8. 돌봐주는 사람의 갑작스런 부재(부모 사별, 부모 병
원 입원, 이혼 등)

8

2.4

10

3.0

11

3.3

9.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일상생
활 등)

7

2.1

18

5.4

32

9.7

10. 정신약제 과다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쇼크경험

5

1.5

5

1.5

9

2.7

11. 가족, 직장,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 수행의 어
려움

6

1.8

21

6.3

23

6.9

12. 경제적인 어려움

17

5.1

27

8.2

41

12.4

13.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한 차별과 낙인

7

2.1

20

6.0

14

4.2

14.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발현

15

4.5

15

4.5

24

7.3

15. 기타

14

4.2

16

4.8

30

9.1

총계

331

100.0

331

100.0

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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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주로 경험하는 위기 유발 상황 즉, 위기 원인의 우선순위 또한 1순위
에 ‘사회적 관계갈등’(98명, 29.6%)을, 2순위에서는 ‘직장 불안정’(56명,
16.9%), 3순위에서 ‘사회적 고립 및 소외’(44명, 13.3%)로 확인되어 일상생활
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위기원인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7> 퇴원후 주로 경험하는 위기원인 우선순위
구분

1순위
빈도(N) 백분율(%)

2순위
빈도(N) 백분율(%)

3순위
빈도(N) 백분율(%)

1. 사회적 관계 갈등(가족 및 친구, 돌봐주는 자 등과
의 갈등)

98

29.6

27

8.2

17

5.1

2. 알코올 또는 다른 중독성 약물 과다 복용

14

4.2

9

2.7

4

1.2

3. 직장 불안정(실업, 취업의 어려움 등)

36

10.9

56

16.9

17

5.1

4. 코로나 등으로 인한 일상적 활동의 어려움(센터 이
용하기 등)

16

4.8

25

7.6

22

6.6

5. 주거 불안정

28

8.5

25

7.6

20

6.0

6. 약물 중단 및 단약

11

3.3

10

3.0

12

3.6

7. 사회적 고립 및 소외(사회적 단절, 외로움 등)

32

9.7

38

11.5

44

13.3

6

1.8

12

3.6

10

3.0

15

4.5

32

9.7

34

10.3

10. 정신약제 과다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쇼크경험

3

.9

7

2.1

11

3.3

11. 가족, 직장,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 수행의
어려움

11

3.3

19

5.7

29

8.8

12. 경제적인 어려움

25

7.6

30

9.1

33

10.0

13.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한 차별과 낙인

6

1.8

12

3.6

22

6.6

14.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발현

13

3.9

12

3.6

24

7.3

8. 돌봐주는 사람의 갑작스런 부재(부모 사별, 부모
병원 입원, 이혼 등)
9.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일상
생활 등)

15. 기타

17

5.1

17

5.1

32

9.7

총계

331

100.0

331

100.0

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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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지원

위기를 경험할 때 주로 해결한 방법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토
탈케어서비스 등에서 일하는 선생님과 상담하여 해결하였다’는 응답이 111명
(3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입원하지 않고 외래치료로 해결하였다’가
83명(25.1%),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62명(18.7%)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위기 상황시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대상 중 1순위는 부모님이 117명
(35.3%), 정신재활시설 직원 72명(21.8%), 형제 및 자매가 41명(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여 지역사회 기관에 도움을 청하였는데, 거절당한 경
험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거절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2명(9.7%)이었으며, 거
절의 이유로는 ‘지역사회 기관에서 당시에 겪었던 증상이나 경제적, 심리적, 사
회적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11명, 34.4%), ‘기타’(6명, 18.8%)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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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8> 위기 지원 방법 관련 사항
구분

위기
경험시
해결방법

위기상황
시
도움 요청
대상
1순위

도움요청
거절경험

거절 이유

범주

명(N)

백분율(%)

병원에 입원

62

18.7

입원하지 않고 외래치료

83

25.1

센터,시설 등 선생님과 상담

111

33.5

친구 및 동료의 도움

13

3.9

가족의 도움

19

5.7

스스로 약물이외의 방법

17

5.1

스스로 처방약물 조절

17

5.1

기타

9

2.7

기타 친척

3

.9

동료지원가

11

3.3

배우자

22

6.6

부모

117

35.3

이웃

3

.9

자녀

6

1.8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

16

4.8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제공자

21

6.3

정신재활시설 직원

72

21.8

조부모

1

.3

친구 및 동료

17

5.1

형제 및 자매

41

12.4

활동지원사

1

.3

있음

32

9.7

없음

299

90.3

지역사회 기관에서 당시에 겪었던 증상이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11

34.4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위기로 생각해서

2

6.3

지역사회 기관에서 제공가능한 서비스가 없다고 해서

3

9.4

지역사회 내 연계 및 지원서비스가 없다고 해

1

3.1

모름

3

9.4

기타

6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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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31
(100)

331
(100)

331
(100)

32
(100)

입원 경험과 관련하여 지난 5년간 입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험한 적 있다
는 응답이 101명(33.3%)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의 입원 횟수를 확인한 결과, 총 입원횟수
는 평균 2.73회, 응급입원은 0.40회, 행정입원은 0.15회, 보호의무자 입원은
0.95회, 동의입원은 0.78회, 자의입원은 0.99회 정도로 자의입원과 보호의무
자 입원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입원이유로는 ‘가족이 입원을 원해서’가 34명(3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 ‘병원 이외의 방법이 없어서’ 23명(24.0%)이었다. 입원시 치료 및 서비스가
위기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
답이 19명(19.8%)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58명(50.0%)의 절반이 안되었다.
불필요한 장기간 입원이었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한 결과 ‘네’가 42명(43.8%)로
러 상당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입원시 경험한 강제적 개입으로 인해 어느정도의 트라우마를 경험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상당히 경험했다는 응답이 44명(43.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Ⅴ-19> 입원 경험 관련 사항(여부, 횟수 등)
구분

범주

명(N)

백분율(%)

합계

지난 5년간
입원 여부

경험한 적 없다

230

69.5

경험한 적 있다

101

30.5

331
(100)

구분

유효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총 입원 횟수

95

1

25

2.73

3.224

응급입원 횟수

95

0

3

.40

.706

행정입원 횟수

95

0

2

.15

.385

보호의무자 입원 횟수

95

0

10

.95

1.497

동의 입원 횟수

95

0

25

.78

2.706

자의입원 횟수

95

0

10

.99

1.621

총 입원 기간(개월)

95

0

312

16.95

4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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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0> 입원 경험 관련 사항(이유, 영향 등)
구분

정신의료기관(정
신병원) 입원한
주된 이유

입원시
치료/서비스가
위기 해결 도움
불필요한 장기입원
여부

범주
병원 이외의 방법이 없어서

명(N)

백분율(%)

23

24.0

가족이 입원을 원해서

34

35.4

위기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권해서

7

7.3

9

9.4

20

20.8

센터, 시설, 토탈케어 등
담당전문가가 권해서
병원 치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기타

3

3.1

매우 도움이 되었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23

24.0

25

26.0

보통이다

29

30.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네

13

13.5

6

6.3

42

43.8

아니오

54

56.3

치료성과를 향상시켰다

3
6

7.1
14.3

학업이나 직업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가족, 친구나 연인과 같은 인간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7

16.7

5

11.9

현재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6

14.3

집 청소,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능력을
악화시켰다
혼자 식사하기, 세면 등 자기관리
능력을 악화시켰다

3

7.1

3

7.1

나의 꿈을 이루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7

16.7

기타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2

4.8

23
13

22.8
12.9

44

43.6

21

20.8

나의 생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장기간
정신의료기관(정신
병원) 입원이 미친
영향

입원시 경험한 강
제로 인한 트라우
마 정도

약간 경험하였다
상당히 경험하였다
매우 심하게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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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96
(100)

96
(100)

96
(100)

42
(100)

101
(100)

<표 Ⅴ-21> 입원경험(AES) 관련 사항
구분
1.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원하는 것을 자유
롭게 할 수 있었다
2.주변 사람들이 병원입원을 강요하였다
3.병원 입원에 대해 나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충
분히 있었다
4.내가 스스로 병원입원을 결정하였다
5.병원 입원을 결정할 때 내가 의견을 주장
할 수 있었다

범주
네

명(N)

백분율(%)

24

23.8

아니오

77

네
아니오

45

76.2
44.6

네

45

아니오
네

56

아니오

50

네
아니오

46

56

51

55

네

11

아니오
네

90

아니오

53

8.누군가 나를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물
리력을 사용했다

네
아니오

26

9.내가 병원 입원에 동의하는지 아무도 알
고 싶어하지 않았다

네

34

아니오
네

67

아니오

81

11.주변에서 병원입원을 당할거라는 이야기
를 들었다

네
아니오

22

12.아무도 나를 병원에 오게 하려고 강압하
지 않았다

네

47

아니오
네

54

아니오

62

네
아니오

49

6.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주변사람이 위협
하였다
7.병원 입원은 나의 의견이었다.

10.강제입원 시킬꺼라 위협받았다

13.병원입원에 대한 나의 의견은 전혀 중요
하지 않았다
14.병원입원에 대해 내가 결정할 수 있었다
15.병원입원을 할지에 대해 주변사람들보다
내가 결정할 수 있었다

16.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
까?

48

75

20

79

39

52

합계

55.4
44.6
55.4
50.5
49.5
45.5
54.5
10.9
89.1
47.5
52.5
25.7
74.3
33.7
66.3
19.8

101
(100)

80.2
21.8
78.2
46.5
53.5
38.6
61.4
48.5
51.5
44.6

네

45

아니오

56

곤란

14

55.4
13.9

두려움

26

25.7

분노

21

20.8

슬픔

23

22.8

안심

14

13.9

행복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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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2> 위기 지원 경험 사항
구분

범주

명(N)

백분율(%)

1 주변 지인/가족의 정서적 지원

제공받음
제공받지않음

260

79.8
20.2

제공받음

66
169

제공받지않음
제공받음

157
80

48.2

제공받지않음

246
225

75.5

101
15

31.0

제공받음
제공받지않음
제공받음

311
37

95.4

제공받지않음

289
118

88.7
63.8

제공받음

208
79

제공받지않음
제공받음

247
24

75.8

제공받지않음

302
82

92.6
74.8

제공받음

244
14

제공받지않음
제공받음

312
76

95.7

제공받지않음

250
57

76.7
82.5

제공받음

269
38

제공받지않음
교육 또는 안내를 받음

288
179

88.3

교육 또는 안내를 받지 않음

152

45.9

2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장애인복지관 심리 및
3 상담 지원
4 정신재활시설 지원
(주간이용시설)
5 전환지원센터
6 경찰/소방서
7 동주민센터
8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9 사설응급이송단
10 동료상담서비스
11 위기쉼터서비스
12 주거지원서비스(지원주택 등)
13 돌봄 서비스
(식사지원,활동지원등)
14 기타
위기 대응 방법 교육 여부

제공받음
제공받지않음

제공받음
제공받지않음

제공받음
제공받지않음

제공받음
제공받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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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51.8
24.5
69.0
4.6
11.3
36.2
24.2

326
(100)

7.4
25.2
4.3
23.3
17.5
11.7
54.1

331
(100)

지난 5년간 위기상황에서 받았던 지원 내용은 주변 지인 및 가족의 정서적
지원(260명, 79.8%)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신재활시설 지원(225명,
69.0%),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169명, 51.8%)로 나타났다. 반면, 위기쉼터
서비스(14명, 4.3%)와 전환지원센터(15명, 4.6%)를 가장 경험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해결에 가장 도움이 된 지원내용의 우선순위는 1순위에 주변 지인 및 가
족의 정서적 지원(135명, 40.8%), 2순위에 정신재활시설 지원(91명, 27.5%)
으로 나타나 이는 경험한 지원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 지원 역시
유사하게 응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Ⅴ-23> 가장 도움이 된 지원 우선순위
구분

1순위
빈도(N) 백분율(%)

2순위
빈도(N) 백분율(%)

3순위
빈도(N) 백분율(%)

1

주변 지인/가족의 정서적 지원

135

40.8

80

24.2

43

13.0

2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32

9.7

51

15.4

42

12.7

3

장애인복지관 심리 및 상담 지원

6

1.8

18

5.4

21

6.3

4

정신재활시설 지원(주간이용시설)

91

27.5

91

27.5

35

10.6

5

전환지원센터

1

.3

5

1.5

2

.6

6

경찰/소방서

2

.6

3

.9

11

3.3

7

동주민센터

6

1.8

25

7.6

41

12.4

8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9

8.8

14

4.2

15

4.5

9

사설응급이송단

1

.3

2

.6

7

2.1

10

동료상담서비스

9

2.7

9

2.7

18

5.4

11

위기쉼터서비스

-

-

2

.6

12

주거지원서비스(지원주택 등)

11

3.3

14

4.2

7

2.1

13

돌봄 서비스 (식사지원,활동지원등)

1

.3

4

1.2

11

3.3

14

기타

7

2.1

15

4.5

76

23.0

총계

331

100.0

331

100.0

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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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발생시 주된 어려움의 우선순위에는 1순위로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스스로 혹은 가족들이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였다’가 89명(26.9%)로
가장 많았고, 2순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지 못했다’가 51명
(15.4%)으로 가장 많았다.

<표 Ⅴ-24> 위기시 주된 어려움 우선순위
구분
1 전반적인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

1순위
빈도(N) 백분율(%)

2순위
빈도(N) 백분율(%)

3순위
빈도(N) 백분율(%)

77

23.3

28

8.5

31

9.4

2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스스로 혹은 가
족들이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였다

89

26.9

49

14.8

20

6.0

3

위기상황 시 방문한 경찰/공무원이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9

2.7

23

6.9

13

3.9

4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받았으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12

3.6

15

4.5

17

5.1

5

동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5

1.5

20

6.0

24

7.3

6

잠시 쉴 곳이 필요했으나 입원 이외에 갈 곳이 없
었다

41

12.4

38

11.5

28

8.5

7

일상생활(식사, 위생관리 등)이 어려웠을 때 도움을
찾기 어려웠다

19

5.7

31

9.4

31

9.4

29

8.8

51

15.4

41

12.4

8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지 못했다
9

심리 상담 등을 받고 싶었지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15

4.5

26

7.9

30

9.1

10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기관에 정신장애인 프로그램이
없어 도움을 받지 못했다

2

.6

11

3.3

15

4.5

11기타

33

10.0

39

11.8

81

24.5

총계

331

100.0

331

100.0

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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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지원 욕구

위기 상황 발생에 대하여 가장 걱정되거나 두려운 부분을 확인한 결과, 1순
위에는 ‘강제적으로 입원될까봐 두려움’이 107명(32.3%)으로 2순위는 ‘기존
에 하고 있던 학업 및 직장생활 등 나의 사회 생활이 무너질까봐 두려움’과 ‘가
족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됨’이 각각 49명(14.8%)로 나타났다.
정신장애 당사자에게 위기가 발생했을 시 입원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가 293명(8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사
회 중심의 해결방향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편안한 곳에
서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136명
(47.2%)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위기상황에서는 병원에서
만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24명(66.7%)로 가장
많았다.

<표 Ⅴ-25> 위기시 우려사항 우선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107

32.3

25

7.6

66

19.9

49

14.8

28

8.5

38

11.5

24

7.3

42

12.7

5 약물이 증량될까봐 걱정됨

9

2.7

31

9.4

6 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됨

23

6.9

49

14.8

7 친구, 지인들과의 관계가 단절될까봐 걱정됨

13

3.9

33

10.0

증상 악화 등으로 인해 나의 기능이 손상되어 회복
8
되지 않을까봐 걱정됨

44

13.3

38

11.5

9 기타

17

5.1

26

7.9

총계

331

100.0

331

100.0

1 강제적으로 입원될까봐 두려움
기존에 하고 있던 학업 및 직장생활 등 나의 사회
생활이 무너질까봐 두려움
위기 동안 스스로 위생관리, 가사활동 등 기본적인
3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됨
위기 동안 내가 돌발적, 충동적인 행동을 할까봐 걱
4
정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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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6> 지역사회 위기 해결 관련
구분
지역사회
위기해결
동의정도

동의
이유

범주

명(N)

백분율(%)

매우 동의한다

171

51.7

동의하는 편이다

122

36.9

동의하지 않는 편아다

27

8.2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1

3.3

입원이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입원으로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22

7.6

71

24.7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편안한
곳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136

47.2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11

3.8

11

3.8

15

5.2

19

6.6

3

1.0

3

8.3

24

66.7

4

11.1

3

8.3

1

2.8

1

2.8

정신의료기관에 한 번 입원하면
퇴원하기가 힘들다
정신의료기관에 자주 입원하는 것은
오히려 회복을 어렵게 한다
퇴원 후에 다시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기타
지역에서는 내 위기상황에 돌봄을
제공할 서비스가 없다

반대
이유

위기상황에서는 병원에서만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평상시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어 낯설다
가족이 병원으로의 입원을 가장
선호한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 것이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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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31
(100)

288
(100)

36
(100)

<표 Ⅴ-27> 위기해결 필요서비스 우선순위
구분

1순위
빈도(N) 백분율(%)

2순위
빈도(N) 백분율(%)

3순위
빈도(N) 백분율(%)

1. 지속적인 관심 또는 전화

132

39.9

20

6.0

18

5.4

2. 비용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가 현장방문 위기
상담

45

13.6

52

15.7

18

5.4

3. 약물의 변화 및 증량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정신응급진료실

20

6.0

20

6.0

28

8.5

4. 응급 정신질환자 치료와 보호를 위한 24시간 정신응
급 공공병상

9

2.7

23

6.9

15

4.5

5. 지역사회 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의 다양화

23

6.9

47

14.2

35

10.6

6. 같은 위기를 경험한) 동료상담가의 상담과 지원

10

3.0

30

9.1

14

4.2

7. 위기 시 단기간 쉴 수 있는 쉼터서비스

25

7.6

20

6.0

26

7.9

8. 위기초기부터 해결시까지 요구되는 필요서비스를 파
악하고 연계하는 서비스

6

1.8

17

5.1

16

4.8

9. 위기 시 요청할 수 있는 일상생활 및 가사 지원

8

2.4

14

4.2

17

5.1

10.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
램(사회적응, 체험홈 등)

7

2.1

12

3.6

24

7.3

11. 동료가 운영하는 동료지원센터 또는 자립지원센터

4

1.2

10

3.0

10

3.0

12. 입퇴원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지원하는 절
차보조서비스

3

.9

6

1.8

16

4.8

13. 위기상황 때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정신과적 사전의료지향서

5

1.5

1

.3

5

1.5

14. 당사자, 가족, 전문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관
계자들이 참여하여 위기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오픈다
이얼로그

11

3.3

11

3.3

17

5.1

15. 병원 동행 및 단기적 응급 입원 조치

1

.3

8

2.4

7

2.1

16. 위기 이후 사회적응 및 취업 지원 서비스

7

2.1

15

4.5

21

6.3

17. 위기 이후 주거지원 서비스

3

.9

3

.9

7

2.1

18. 위기 시 또는 위기 이후 경제적 지원 서비스

7

2.1

11

3.3

19

5.7

19. 기타

5

1.5

11

3.3

18

5.4

331

100.0

331

100.0

331

100.0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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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8> 새로운 서비스들의 필요정도(이유, 영향 등)
구분
사전의료지시서
필요정도

절차보조서비스
필요정도

쉼터 필요정도

오픈다이얼로그
필요정도

범주

명(N)

백분율(%)

많이 필요하다

120

36.3

필요하다
별로필요하지 않다

152

45.9

38

11.5

전혀 필요하지 않다

21

6.3

많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131

39.6

158

47.7

별로필요하지 않다

30

9.1

전혀 필요하지 않다
많이 필요하다

12

3.6

143

43.2

필요하다

148

44.7

별로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28

8.5

12

3.6

많이 필요하다

140

42.3

필요하다
별로필요하지 않다

159

48.0

25

7.6

전혀 필요하지 않다

7

2.1

합계
331
(100)

331
(100)

331
(100)

331
(100)

위기상황을 신속하고 절적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는 1순위에
‘지속적인 관심 또는 전화’가 132명(39.9%), 2순위는 ‘비용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가 현장방문 위기상담’이 52명(15.7%), 3순위는 ‘지역사회 복지
관과 같은 이용시설의 다양화’가 35명(10.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와 프로그램들 즉, 사전의료지시서,
절차보조서비스, 위기 쉽터, 오픈다이얼로그의 개념을 설명하고 각각의 필요
정도를 확인한 결과, 사전의료지시서는 82.2%. 절차보조서비스는 87.3%, 위
기 쉼터는 87.9%, 오픈다이얼로그는 90.3%로 응답자 대부분이 새로운 서비스
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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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인식
건강인식 영역에서는 정신건강자신감 척도(MHCS), 자아존중감 척도 등 기
존의 척도들을 활용하여 보다 타당도 높은 정신건강 관련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신건강자신감 척도(MHCS) 결과 평균 3.71점(5점척도)으로 비교적 높은
정신건강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척도(RES) 역시 2.35점(4
점척도)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인식과 관련해서는 3.09점(5점)으
로 확인되었다.

<표 Ⅴ-29> 정신건강자신감 척도(MHCS)
구분

유효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1 나는 행복할 수 있다

331

1

5

3.68

1.211

2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331

1

5

3.53

1.207

3 나는 혼자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331

1

5

3.56

1.160

4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31

1

5

3.77

1.117

5 자존감을 북돋을 수 있다

331

1

5

3.50

1.166

6 친구를 만들 수 있다

331

1

5

3.40

1.231

7 병원을 벗어나서도 생활할 수 있다

331

1

5

3.94

1.135

8 일진이 안 좋은 날도 잘 지낼 수 있다

331

1

5

3.53

1.137

9 나와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도 견뎌낼 수 있다

331

1

5

3.00

1.282

10 우울한 기분을 다룰 수 있다

331

1

5

3.34

1.106

11 외로운 기분을 다룰 수 있다

331

1

5

3.36

1.131

12 불안한 기분을 다룰 수 있다

331

1

5

3.16

1.160

13 나의 정신과 증상을 다룰 수 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안돼”라고 말할 수
14
있다
정신건강치료를 받거나 거절하는데 나의 권리를
15
행사할 수 있다
16 내가 필요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전체 평균

331

1

5

3.31

1.184

331

1

5

3.51

1.214

331

1

5

3.61

1.121

331

1

5

3.76

1.083

331

1

5

3.71

1.016

주: 5점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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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0> 자아존중감 척도(RES)
구분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
각한다

유효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331

1

4

2.85

.940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31

1

4

2.76

.930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331

1

4

2.01

.901

331

1

4

2.56

.956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331

1

4

2.20

.928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331

1

4

2.71

.959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331

1

4

2.63

.996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331

1

4

2.86

.854

9 나는 가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331

1

4

2.00

1.020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31

1

4

1.87

.921

331

1

4

2.35

.557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전체
주: 4점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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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1> 정신질환 인식 관련 사항
구분

유효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331

1

5

3.00

1.205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에
2 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과는 결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331

1

5

3.37

1.177

3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331

1

5

3.25

1.174

4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입원하면 못난 사람이라고 여긴다

331

1

5

3.00

1.200

5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던 사
람을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331

1

5

3.08

1.235

6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보통사람들만큼의 지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31

1

5

3.29

1.102

7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던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331

1

5

3.26

1.175

8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환자들을 두려워한다

331

1

5

3.20

1.178

331

1

5

3.09

1.049

1

전체
주: 5점척도

제5장 양적 조사 221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1) 질적 연구
위기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위기발생원인, 위기양
상, 위지 지원과정, 위기 발생시 어려움, 위기 발생 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기 발생의 원인에 대해 가족과 당사자는 경
제적 빈곤, 생활 속 스트레스와 가족과의 갈등, 소외감, 외부와의 단절, 단약
등을 제시하였으며, 현장 전문가는 동 내용 외에도 주 돌봄자의 사망 및 가족
돌봄 부담 가중,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지역사회 내 생활위기 대한
준비 부족 , ‘자타해 중심’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위기지원 구조, 전문가들
의 다양한 위기원인에 대한 합의 어려움, 증상의 위험을 중요시 하는 전문가들
의 시각, 지역사회 내 생활위기에 대한 지원 주체의 부족 , 낮 생활을 지낼 수
있는 공간 등 부재 등을 위기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었다. 즉 당사자와 가족은
개인을 중심으로 위기 원인들이 구조화 된 반면, 현장전문가는 실제 지역사회
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발생 원인들이 개인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원인들로 위기가 발생되고 있음을 제기하고 있었다. 즉 현
장전문가는 현재의 자살, 응급 중심의 위기원인에 대한 개입에서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삶을 지원하는 돌봄 관점으로 시각이 전환해야지만 자타해 중심의 위
기지원체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현장전문가는 ‘개인증상 중심에서
지역사회 내 돌봄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였다.
위기의 양상은 다양한 위기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개인의 위기 양상으로서
대부분의 집단에서는 자타해 위험, 현실감을 상실한 거리의 배회, 사회적 고립,
자기관리 및 약물관리의 어려움, 불안함 등을 얘기하고 있었다.
위기 지원의 방법은 가족의 경우,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고 한 반면, 당사자는
가족, 이웃 외에 입원과 관련되어 있는 119, 경찰서, 동주민센터, 동료지원가,
전문가 등을 주 지원자로 말하고 있었다. 현장전문가도 비슷한 위기지원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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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였다. 위기 지원 시의 어려움으로는 당사자는 도움을 청할 곳이 매우 적거
나, 위기 시 마다 단절되는 지역사회의 삶에 대한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현장 전문가는 당사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 내 갈 곳이 없는 인프라의
문제점 외에도 현실적으로 위기 지원 시 지원기관 간 협력되지 않은 부분을 더
큰 문제로서 꼽고 있었다. 즉 현장전문가는 자타해 위험에만 반응하는 위기지
원체계로 인해 위기원인에 대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다 많은
지역사회 내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기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위기 초기에 지역사회 자원 연
결 및 관심 그리고 지역사회 데이케어 센터 등을 잘 활용하였다면 위기발생이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당사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자타해
위험 시에도 응급이 될 수 있지만, 다양한 위기 초기 사이에서도 응급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자원들(경찰, 119, 동주
민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
니라 병원이외에 지역사회 내 갈 곳 없는 부문 즉, 낮에 갈 곳이 없는 상황에
대해 현장전문가들은 위기 발생의 원인이라고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질적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측면의 의료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 돌봄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
하다. 우리나라의 위기지원체계는 개인의 증상과 개인측면의 위기 발생 원인에
초점을 두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 현장전문가는 ‘자타해
중심의 위기지원체계’는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 정신장애인이 정착하는데 큰 걸
림돌임을 우려하고 있다. 동 체계에서는 입원만이 중요할 뿐 장애인이 지역사
회내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위기 정신장애인이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서비스, 자원
확대 등을 토대로 재위기 발생 예방,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삶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자타해 중심의 위기지원은 자타해 위험 해결이
위기지원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돌봄 관점으로의 전환을 토대로 지
역사회에서 위기 정신장애인이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인프라가 확대되어야 한
다.
셋째, 위기발생의 원인은 개인 측면, 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위기 양상은 개인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양상

제6장 결론 223

을 발생시키는 원인들의 다양성은 자타해 위험 중심의 위기지원체계에서 지역
사회 내 위기발생원인들을 해결하고, 개편해 나가는 것 역시 위기지원에서 주
요한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현장전문가와 당사자들이 제안하는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을 위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데이케어 센터 등 낮 생활 지원센터 확대,
② 지역사회 내 생활위기 예방을 위한 독립, 주거지원서비스, 가사 지원 등, ③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빈곤 지원, ④ 독립적인 위기지원팀 구축, ⑤ 24시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기관 간 MOU 체결 및 정보 공유, ⑥ 당사자
중심에서 위기 시 대처 등 계획할 필요, ⑦ 당사자 주위의 지지체계 마련 및
동료지원가 양성, ⑧ 지리적 접근성 및 질적, 공공성을 띈 공공병원 등 필요,
⑨ 경찰서 내 정신건강전문 인턴 또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연계 필
요, ⑩ 관리가 아닌 당사자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위기 쉼터, ⑪ 입원 시, (독립
생활이 불가능한) 가구원에 대한 돌봄공백 서비스 등을 제안하고 있었다.

224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연구

<표 Ⅵ-1> 질적 사례연구 결과(당사자)
하위범주
경제적 빈곤이 주는 압박감과 사회적 고립
생활상의 불안정과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긴장
환경 및 생활패턴의 변화
과도한 약물복용
갑작스러운 단약
기분의 저하 및 예민함, 불안감
불면
과도한 감정
기본적 욕구 해결의 어려움
비현실적인 사고
극심한 환각
자타해 위험을 동반한 응급
급성
가족의 발견 및 지원

상위범주

주제

위기발생의 원인

위기의 개념과
양상
위기의 양상

위기의 수준

이웃에 도움 요청
경찰의 개입
동주민센터
주거시설
병원 이송 및 입원

위기지원 주체의
역할

위기의 지원과정

지역사회 자원 측면

위기 발생시
어려움

병원 외래
동료 지원
전문가의 지원
혼자 해결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치료 어려움
도움을 요청할 곳 또는 위기 서비스가 전무
위기 발생시마다 단절되는 지역사회에서의 삶
상담서비스
자유로운 분위기의 단기 쉼터
정기적인 연락과 방문
권익옹호서비스
경제적 지원
가사지원

위기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

위기 발생시
필요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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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질적 사례연구 결과(가족)
하위범주
충격적인 사건
일상적 스트레스
관계적, 사회적 스트레스
약물의 오남용 및 갑작스러운 단약
예민함, 불안감, 의심
비일상적인 행동
비현실적인 사고
극심한 환각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
자해 위험의 동반
일상활동의 어려움
가족의 발견 및 지원
경찰 및 소방서
병원 외래
병원 이송 및 입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동주민센터
위기 시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
부재
입원 이전에 도움을 요청할 곳 또는
서비스가 전무
당사자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재
정책 상 위기의 기준이 협소하거나
불분명함
가족에게 집중되는 돌봄 부담
상담 및 지지 서비스
병원 이전에 이용 가능한 중간
단계의 위기쉼터
좋은 환경의 병원 치료
퇴원 이후 자립지원서비스
정기적인 관심과 연락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기지원 창구
역할 보완

상위범주

주제

위기발생의 원인

위기의 개념과
양상
위기의 양상

위기의 수준

위기지원 주체의 역할

위기지원의 과정

가족 내 자원 측면

지역사회 자원 측면

위기 발생시
어려움

정책적 관점 측면

위기 안정을 위한 서비스
위기 발생시
필요한 서비스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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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질적 사례연구 결과(현장전문가)
하위범주
생활 속 스트레스와 가족과의 갈등, 소외감 등
단약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빈곤(원인이자 양상)
강제입원의 트라우마로 증상을 참다보니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와의 단절
과거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타인에 대한 공포감
익숙한 거주 공간에 대한 타인의 개입
지지체계의 부족
주 돌봄자의 사망 및 가족 돌봄 부담 가중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지역사회 내 생활위기 대한 준비 부족
‘자타해 중심’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위기지원 구조
전문가들의 다양한 위기원인에 대한 합의 어려움
증상의 위험을 중요시 하는 전문가들의 시각
지역사회 내 생활위기에 대한 지원 주체의 부족
낮 생활을 지낼 수 있는 공간 등 부재
자타해 위협
공격성이 심해져 물건을 부숨
자기관리(씻고, 먹고) 및 약물관리가 안됨
증상이 심해지고, 현실감 상실하여 거리 배회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환청과 불안함
흥분된 상태 및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빈곤(원인이자 양상)
기달리기, 대화하기 그리고 지지하기 등 심리적 안정 유도
약물 및 단약 확인, 당사자 동의 시 약물 제공
위험상황 살펴보고, 위험물질 제거하기
부모 및 가족에게 알림
자의입원 권유
경찰, 소방서 연락하기 그리고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지역사회 내 입원 가능하고, 당사자 욕구에 맞는 정신병원 탐색 및 연락
이들에 대한 관심과 소통
기관마다 나름의 이유로 협업의 어려움
입원 등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자타해 위협에만 반응하는 경찰
인권과 안전 경계의 모호
응급 및 행정입원에 대한 책임의 무거움과 눈치게임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선택
지역사회 전환시설에서도 위기대상자를 선택
개인증상 중심에서 지역사회 내 돌봄시각으로의 전환 필요
데이케어 센터 등 낮 생활 지원센터 확대
지역사회 내 생활위기 예방을 위한 독립, 주거지원서비스 등 지원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빈곤 지원
독립적인 위기지원팀 구축
24시 위기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기관간 MOU 체결 및 정보 공유
당사자와 중심에서 위기 시 대처 등 계획할 필요
당사자 주위의 지지체계 마련 및 동료지원가 양성
지리적 접근성 및 질적, 공공성을 띈 공공병원 등 필요
경찰서 내 정신건강전문 인턴 또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연계 필요
관리가 아닌 당사자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위기 쉼터
입원 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가구원에 대한 돌봄공백 서비스

상위범주

주제

위기발생의 원인

위기의 개념과
양상

위기의 양상

위기 지원 방법
및 과정

위기의
지원과정

지역사회 자원
및 기관의
어려움

위기 발생시
어려움

관점 측면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

위기 발생시
필요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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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적 연구
양적 연구는 기존에 정신장애인 위기에 관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보다 탐색적 목적이 강하며, 위기에 대
한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정신장애 당사자가 위기 당시 겪었던 어려움과 문제,
복지에 관한 욕구 등에 대하여 보다 폭넓게 접근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조사에 응한 33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연구참여자의 연령대는 30~40대
가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력은 고졸이 178명(53.8)%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유형의 경우 지역사회독립이 254명(56.2%)로 절반 이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위기’와 지원에 대해 보다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줄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과 밀접한 빈곤의 실재는 본 조사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63명(49.1%)로 비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월
평균 개인소득은 72.74만원에 불과하였다. 경제적 계층인식 역시 상중하 중에
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70명(51.4%)에 달해 정신장애인이 겪고 있는 경
제적 어려움이 실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직업 역시 없는 경우가 203명
(61.3%)로 더 많았고,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
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가 51명(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등록장애인은

235명(71.0%)로

미등록장애인(96명,

29.0%)의 두 배가 넘는데 장애유형은 정신장애가 90%를 넘어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중증의 장애정도가 192명(81.7%)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정신질환 관련해서 조현병이 230명(69.5%)로 절반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우을증, 양극성 정동장애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질환이 처음 발현
한 시기는 평균 18.69년 전으로, 질환의 진단 평균 16.72년과 차이가 있어 질
환의 초발 이후 실질적 치료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지체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양한 위기 경험 중에서 수면장애와 우울감을 가장 많이 겪고 있으며, 가장
심각하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위기 경험 역시 수면장애와 우울감을 들었
다. 위기상황 중 입원이 필요한 응급상황으로는 1순위에 ‘자살시도 및 자해행
동’(75명, 22.7%)이, 2순위에는 타인에게 공격행동 및 신체폭력 행사‘(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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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기상황 중에서도 가족, 친구, 동료 및 정신보건
전문가의 도움을 적절하게 받는 다면 입원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어
떤 것인지 물어본 결과, 1순위에는 ‘수면문제’(98명, 29.6%)이, 2순위와 3순위
는 ‘심한 우울감 또는 불안감’(44명, 13.3%/ 38명, 11.5%)으로 조사되었다.
위기를 개념화하면서 위기 원인을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으로 분류하였는데.
응답자들이 지적한 위기 원인 역시 개인요인과 환경요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위기양상을 촉발시켰던 상황 즉, 위기 원인으로는
1순위에 ‘사회적 관계갈등’(90명, 27.2%)으로 나타났으며, 위기 원인 중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심각하게 영향을 준 것 또한 1순위로 ‘사회적 관계갈
등’(113명, 34.1%)을, 2순위는 ‘직장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 및 소외’(46명,
13.9%), 3순위는 ‘경제적인 어려움’(41명, 12.4%)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퇴원 후 주로 경험하는 위기 원인 역시

1순위에 ‘사회적 관계갈등’(98명,

29.6%)을, 2순위에서는 ‘직장 불안정’(56명, 16.9%), 3순위에서 ‘사회적 고립
및 소외’(44명, 13.3%)로 확인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위기원
인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를 경험할 때 주로 해결한 방법은 ‘정신재활시설, 토탈케어서비스 등에
서 일하는 선생님과 상담하여 해결하였다’는 응답이 111명(3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입원하지 않고 외래치료로 해결하였다’가 83명(25.1%), ‘병원
에 입원하였다’는 62명(18.7%)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위기 상황시 도움이 필
요할 때 요청하는 대상은 부모님이 117명(35.3%), 정신재활시설 직원 72명
(21.8%), 형제 및 자매가 41명(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의 입원경험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응답자 중 276
명(83.4%)이 가지고 있으며, 전체입원횟수는 평균 4.04회, 강제입원 횟수는
평균 2.05회로 여전히 강제입원을 상당정도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지난 5년간 입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이 101명
(33.3%)로 나타났다. 입원의 이유로는 ‘가족이 입원을 원해서’가 34명
(35.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병원 이외의 방법이 없어서’ 23명(24.0%)이
었다. 입원시 경험한 강제적 개입으로 인해 어느정도의 트라우마를 경험하였는
지 확인한 결과, 상당히 경험했다는 응답이 44명(43.6%)로 가장 많이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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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 발생에 대하여 가장 걱정되거나 두려운 부분을 확인한 결과, 1순
위에는 ‘강제적으로 입원될까봐 두려움’이 107명(32.3%)으로 2순위는 ‘기존
에 하고 있던 학업 및 직장생활 등 나의 사회 생활이 무너질까봐 두려움’과 ‘가
족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됨’이 각각 49명(14.8%)로 나타났다.
위기 지원체계의 한계 혹은 부재 역시 여러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5년간 위기상황에서 받았던 지원 내용은 주변 지인 및 가족의 정서적
지원(260명, 79.8%)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신재활시설 지원(225명,
69.0%),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169명, 51.8%)로 나타났다. 반면, 위기쉼터
서비스(14명, 4.3%)와 전환지원센터(15명, 4.6%)를 가장 경험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해결에 가장 도움이 된 지원내용의 우선순위는 1순위에 주변 지인 및 가
족의 정서적 지원(135명, 40.8%), 2순위에 정신재활시설 지원(91명, 27.5%)
으로 나타나 이는 경험한 지원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 지원 역시
유사하게 응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기 발생시 주된 어려움의 우선순위에는 1순위로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스스로 혹은 가족들이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였다’가 89명(26.9%)로
가장 많았고, 2순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지 못했다’가 51명
(15.4%)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장애 당사자에게 위기가 발생했을 시 입원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가 293명(8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사
회 중심의 해결방향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편안한 곳에
서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136명
(47.2%)으로 가장 많았다.
위기상황을 신속하고 절적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는 1순위에
‘지속적인 관심 또는 전화’가 132명(39.9%), 2순위는 ‘비용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가 현장방문 위기상담’이 52명(15.7%), 3순위는 ‘지역사회 복지
관과 같은 이용시설의 다양화’가 35명(10.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새로
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필요 정도를 확인한 결과, 사전의료지
시서는 82.2%. 절차보조서비스는 87.3%, 위기 쉼터는 87.9%, 오픈다이얼로
그는 90.3%로 응답자 대부분이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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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1) 위기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주요 과제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초점집단 질적연구 및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루
어진 서베이는 정신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위기들이 지역사회에서 회복을 목표
로 정착 및 재통합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정신질환이 원인인 급성기 정신병적 증상은 정신장애인들의 일상을 방해하
고 더 이상 이들이 가지고 있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심각한 위험
이다. 정신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역시 정신장애인들의 기
대수명, 건강, 및 웰빙 (well-being)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이다. 그리고
일부 정신장애인들이 급성기 정신병증(psychotic symptoms)을 경험할 때 배
우자, 가족, 및 이웃을 위협하는 위기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 및 이웃
들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들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
애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발견되어 왔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정신건강 인프라를 갖추는 것에 대한 합의 역시 서구 선진국가 및 한국에
서도 상당히 이루어져왔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경우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
획”에 따라 2025년까지 권역별 14개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설립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정신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응급적 위기”상황에 더 효과적인 접근을 할
수 잇는 인프라가 확충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대한민국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1).
하지만 본 연구에서 초점집단 인터뷰 및 서베이를 통하여 만난 정신장애인
들은 이런 전통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위기”가 상당히 협의적인 의미를 가지
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정신장애인들은 더 광의적 차원의 “위기”가 자타
해 위협이나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등의 근원적 원인이라고 믿는다. 아래 그
림 Ⅳ-1은 본 연구가 수집한 질적데이터와 양적데이터 분석결과를 통합시킨
“위기”의 개념도를 보여준다.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통합된 생
활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커뮤니티케어 추진단, 2018)의 방향성과
상세내용에 새로운 ”위기“개념확장은 중요한 과제를 제시한다. 정신장애인이
겪는 ”광의의 위기“는 정신장애인에게 심리/사회/경제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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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및 결핍을 의미한다. ”광의의 위기“는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안
전망이 해결하고 이들의 악영향을 완화시켜 온 것이지만 빈번하게 정신장애인
들은 비정신장애인보다 더 높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 및 사회안전망에 의해 효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
로, 연금, 산재, 건강보험제도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사
회안전망을 제공하지만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장기입원을 하게 되면서 충분한
인적자본을 축적하지 못한 정신장애인들은 노동시장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게
되면서 빈곤, 소외,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광의의 위기가 보
호의무자나 가족들과 갈등을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고, 그 결과 발생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정신장애인들이 겪는 ”협의의 위기“의 주요한 ”트리거“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 그림 Ⅳ-1은 본 연구에서 발견한 ”협의의 위기“와 ”광의의 위기“의 개
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례들이 개별 위기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도 보여준
다. 정신장애인들이 겪는 ”협의의 위기“는 비자의입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
과 상당히 유사하다(제철웅, 2017). 급성기 증상으로 인하여 가족 및 주변 이
웃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살생각 또는 자살시도로 자신의 신체를 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를 포함한다. 그에 더하여 일생생활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서 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비자의입원의 원형으로 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1967년에 제정된 Laterman-Petris-Short Act (LPS 법)의 위
기 정의를 떠올리게 한다(Freeman, 1971).
협의의 위기 경험과 광의의 위기 경험은 상호 의존적인 측면이 발견된다. 위
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광의의 위기“ 경험이 정신장애인들의 ”협의의 위기경험
“인 자타해 위협행동 (예: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복약
관리 실패)이 발생할 위험을 높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협의의 위기“ 경험이 ”
광의의 위기“를 경험할 확률을 높이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많은 정신장애
인들은 청년기에 있었던 협의의 위기 경험이 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서 축적해야 하는 인적자본을 쌓는 과정을 방해한 것이 현 시점에 겪는 실업,
빈곤, 및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 일자리에 고착화되는 현상을 설명한다고 주장
한다.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급성기 정신병적 증상 (Episodic
Psychotic symptoms)이 야기하는 ”협의의 위기” 경험은 치료받지 못하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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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정신병을 겪는 환자들이 마침내 정신의료기관의 주목을 받고 진단 이후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따른다(권오용 외, 2018; 조윤화 외,
2014). 즉, ”광의의 위기“ 경험이 ”협의의 위기“경험에 의해 야기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급성기 정신병적 증세에 대응하는데 익숙한 정신의료기관
들이 정신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과정에서 ”광의의 위기“에 대
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제시한다.

[그림 Ⅵ-1] 정신장애인이 겪는 협의 및 광의의 위기 개념과 해당 위기를 겪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필요한 위기 서비스 대상

서구국가들은 ”협의의 위기“에 대응하는 23시간 관찰 정신응급서비스 기관
이나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 정신의료기관들이 지역사회 내 비정신보
건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에 퇴원하는 정신장애인
들을 의뢰하는 퇴원계획을 프로토콜화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의 변화는 선행연
구의 근거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 (Olfson, Marcus, & Doshi, 2010; Smith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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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Olfson과 그의 동료들이 미국 저소득층 정신장애인들이 입원 이후
퇴원계획을 수립했을 때와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에 퇴원 후 후속 서비스 이용
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퇴원하는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기관
에 사전 등록시켰을 경우 이를 퇴원계획을 통해서 하지 않았던 정신장애인에
비해 퇴원 후 30일 이내에 지역사회에서 후속치료를 받을 확률이 272%나 증
가하였다(Olfson 외, 2010).
정신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의의
위기“에 속하는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정책 및 서비스를 수립해
야한다. 그림 Ⅵ-1에서 ”광의의 위기“에 포함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는데
이들 사례들은 정신장애인들이 독립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위기상황들의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적 위협인 빈곤이나 노동시장 내 저소득일자리에 고착화
되는 것에 더하여 정신질환이 만드는 정신장애인들만이 경험하는 각종 위기상
황들도 볼 수 있다(권오용 외, 2018;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청년기에 급성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최소 60일 이
상 비자의입원을 했어야 할 때 이들이 입원을 통해 포기했어야 하는 교육과 직
업훈련 및 경력초기 노동시장 참여는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재통합하
는 과정 및 오랜 시간동안 노동시장 내 소득 및 역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권오용 외, 2018). 또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편견, 및 차별경험은 많은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에 통합되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서미경, 김정남, & 이민규, 2008; 서진환, 이선헤, 신동근, 권오용, & 박김영
희, 2012). 그에 더하여 기후변화가 원인이 되어 더 빈번해진 폭염과 홍수는
저소득층 정신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주요한 ”광의의 위기“로 등장하였다
(Kreslake, Price, & Sarfaty, 2016).
본 연구는 ”협의의 위기“와 ”광의의 위기“를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동시
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정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이 두 개념에 대한 통합적 문제해결 없이는 인프라 모델들의 상당히 제한
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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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정착 지원체계 모델(안)
(1) 정신장애인이 겪는 “협의” 및 “광의”의 위기 지원 인프라
초점집단 인터뷰와 서베이 결과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
여 독립생활과 회복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방해하는 ”협의의 위기“와 ”광의의 위기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에 더하여 일본과 미국 애리조나의 사례를 연구하여
이런 위기들에 대응하여 마련한 서비스들과 이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소개하였다. 이
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진은 위기를 겪는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배제
되어서 정신병원에서 장기입원을 하거나 정신요양원과 같은 주거시설에서 수년동안
거주하는 것을 반대하는 탈원화 및 커뮤니티케어에 주요한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표 Ⅵ-4> 는 초점집단인터뷰와 서베이를 통해서 연구진이 발견한 ”협의의 위기
“와 ”광의의 위기“의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시하고 이 서
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및 기관들을 제시한다. ”협의의 위기“에 대응하는
위기 서비스들의 경우 2가지 사례로 나누어서 서비스들을 고민할 수 있다.
첫째, 정신과적 위기를 겪는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최소화
시키는 지역사회 내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서비스들은 탈원화를 상당부분
진전시킨 미국과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Allen 외,
2002) SAMHSA, 2017). 정신병원에 장기입원 할 경우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영국 연구- 인용장기입원) 탈원화를 추구하는 정신보건시스템을 운영할 때는 커뮤니티케어 내
에 지역사회 내에서 ”협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갖추게 된다.
그와 동시에, 둘째, ”협의의 위기“가 지역사회 내 위기서비스로 해결이 되지 않
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정신장애인들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퇴원하고 지
역사회에 재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들을 갖추고 있다 (인용 – 퇴원
계획 연구). 예를 들어, 비자의입원이 된 환자들의 경우 권익옹호서비스를 통
해서 정신장애인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할 수 있다(Dumont & Jones, 2002;
Greenfield, Stoneking, Humphreys, Sundby, & Bond, 2008). 대한민국에도 정신건강심
사위원회가 비자의입원 및 입원연장과 관련하여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배진영, 2021) 이 위원회의 옹호활동 효과성에 대한 근거는 아직 명확하
지 않기에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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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4> 협의의 위기 및 광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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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의료기관 입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내 서비스
본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위기 정신장애인들이 병원 입원을 최소화하면서 지
역사회에서 회복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중요한 총 7가지 서비스들을
제시한다 (<표 Ⅵ-4>). 이들 서비스들은 미국의 SAMHSA(2014)에서 제시
한 위기서비스 (crisis services)에 상당히 기초하고 있다. 그림 x에 제시된 서
비스들은 아래 사례와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정신장애인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내 서비스”
로 제시된 일부 서비스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인지를 아래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망상증상을 보이는 이지훈은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저녁식사를 마치
고 저녁 8시에 또다시 외도를 의심하며 배우자를 해치겠다고 위협하였다. 배우자는 안전한
방에 들어가 정신응급 24시간 콜센터 (1)에 전화하였다. 콜센터 직원은 이지훈이 조현병을
진단받았고 최근에 망상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를 배우자로부터 받고 이지훈 씨의 거주
지 3km거리에 위치해 있던 모바일 정신응급팀 (2)에게 연락을 취해서 관련한 사항을 전달
했다. 그와 동시에 모바일 정신응급팀 (2)이 해당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경찰과 함께 거주지
를 방문할 수 있게 연결하였다. 경찰이 동행하는 모바일 정신응급팀이 이지훈 씨의 거주지
에 오는 동안 정신응급센터 24시간 콜센터 (1) 직원은 배우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했다. 경찰과 모바일 정신응급팀 (2)이 이지훈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지훈 씨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이었다. 모바일 정신응급팀 (2)는
de-escalation 상담기법을 사용하여 이지훈 씨가 더 이상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였다. 이지훈 씨에게 23시간 정신응급 관찰서비스 (3)를 해당 권역 내 정신응급
의료센터에서 받도록 모바일 정신응급팀 (2)이 설득한 끝에 경찰차로 정신응급의료센터에
이동하였다. 정신의학전문희, 간호-심리-사회복지 분야 정신건강요원, 동료지원가가 팀으
로 일하고 있는 23시간 정신응급 관찰서비스 팀 (3)에서 이지훈 씨의 급성기 증상을 관찰
하였고 배우자나 타인을 향한 폭력성을 주의깊게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이지훈 씨는 병식을
가지고 있었고 정신약제를 복용하고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치료
및 지지집단서비스를 받을려는 의지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망상은 완화되지 않았기에 지역 사회 내 단기주거서비스 (4)를 받기로 결정했다.
이지훈 씨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단기주거시설 (4)이 있었기 때문에 이지훈 씨가
다음날 예약되어 있던 정신의학주치의와 있는 외래방문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단기주거시
설 (4)에서 근무하던 동료지원전문가가 이지훈 씨의 외출에 동행하였다. 단기주거시설(4)
에서 집단상담, 지지집단치료, 복약관리를 집중적으로 받은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이지훈
씨는 배우자를 해치는 행동이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게 된다. 타인을 향한 위협
이 일부 완화되었다고 판단되어 이지훈 씨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배우자는 부모님 집으로
이동했다. 그와 동시에 배우자가 이지훈 씨가 증상을 보일 때 어떻게 위험을 최소화 시킬지
안전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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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전치료동의서의 보편화 (5) 역시 정
신병적 위기를 겪는 환자들이 무작정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시작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치료 및 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게 한다(Campbell & Kisely, 2009). 그와 동시에 한국의 절차보조인 프로그
램은 비자의입원 과정에 병식을 상실했거나 인지적 능력을 일부 또는 상당히
상실한 정신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철웅, 2018a, 2018b). 마지막으로 자살생각을 하거나 자살시도를 하는 정
신장애인들에게는 종합병원 응급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문
제들을 추후에 자살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다 (Alexander,
Haugland, Ashenden, Knight, & Brown, 2009; Currier 외, 2010).

(3) 정신의료기관 입원 후 지역사회 재통합을 위한 병원 내/외 서비스
지역사회 내 위기서비스가 완벽하더라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는 정신
장애인들이 있다. 이런 필수적인 입원서비스는 효과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시스
템의 핵심이다. 하지만, 일부 입원을 한 정신장애인들은 입원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러한 장기입원은 정신장애인들이 퇴원을 했을 때 지역사회에
정착을 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Oh 외, 2021; 권오용 외, 2018). 이미 한국의
상당히 많은 정신의료기관들은 입원을 장기로 하는 정신장애인들이 생기지 않
도록 많은 대책들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1;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2018). 본 연구진은 현재 이루어지는 장기입원을
최소화시키는 서비스들에 더하여 일부 추가 정책적 권고를 그림 5의 ”정신의료
기관 입원 후 지역사회 재통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로 제시한다.
현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각 국립정신병원 등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역할은 비자의입원을 경험한 정신장애인들이 불필요한 입
원치료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효과
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이 퇴원 이후에 거주하고 노동하고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정신재활서비스가 필수적이다. <표 Ⅵ-4>
에서 퇴원한 정신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일부 제시하였다. 첫째,
입원치료를 시작하게 된 급성기 정신병적 증상이 완화되었다면 퇴원계획수립
을 즉각적으로 시작하도록 제도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현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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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사례관리“ 서비스는 입원했던 정
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단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
다(허만세, 2020).17) 병원사례관리의 주요한 역할은 퇴원한 정신장애인이 거
주지에 가까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의, 정신재활시설,
및 동료지원서비스 기관에 연계되어서 효과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이런 병원사례관리 서비스의 목표를 본 연구진은 강조한다. 셋째,
잔여증상을 경험하는 정신장애인들은 독립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
기에 이들의 프라이버시는 보장하지만 일상생활지원, 복약관리지원 및 지역사
회 내 정신보건기관과 관계수립을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함께 있
는 지원주택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퇴원한 정신장애인이 다시 돌아가야
하는 학교나 일터에서 정신장애인들을 향한 편견, 낙인, 차별을 겪지 않도록 권
익옹호를 할 수 있는 정신건강전문가가 필요하다. 학교 내 선생님이나 일터 내
고용주의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고 사
회 내 편견과 낙인에 기초하여 정신질환을 해석한다(서미경 외, 2008; 서진환
외, 2012).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보조인 등이 퇴원한
정신장애인이 학교나 일터로 돌아가는 과정에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지원해
야 한다.

(4) 정신장애인이 겪는 “광의의 위기” 경험을 해결하는 서비스
정신장애인이 겪는 빈곤, 소외, 중요한 관계 상실, 배우자 및 주부양자와의
갈등, 정신장애로 인한 낙인, 편견, 차별, 급작스런 주거 상실, 기후변화로 인하
여 심각해진 기상재해 등과 같은 “광의의 위기”는 정신장애인들의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경험하는 자타해 위협 및 일상생활기능의 심각한 손상을 가르키는
“협의의 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본 연구는 초점집단 인터뷰와 서베
이를 통해서 발견하였다. 대한민국은 이미 사회복지체계 내에 “광의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빈곤이나 소외 등

17) 병원사례관리는 퇴원초기의 적응을 이전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재입원을 억제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려는 서비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원 초기 3개월 이내의 서비스로 지원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
회서비스 기관과의 적절한 연계와 지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서비스기관에의 종속적 삶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을 경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의료서비스의 부재가 재입원의 원인이기보다 지역사회 돌봄
이나 역할 회복의 문제가 위기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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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정신장애인들 역시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이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들 역시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맞이 받는데. 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이 경험하는
“협의의 위기”와 “광의의 위기”간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의 “광
의의 위기”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기존 사회복지체계에만 의지할 수 없다. 본
연구팀은 정신장애인들이 가진 특수성을 반영하여 “광의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일련의 서비스들을 제시한다(<표 Ⅵ-54>).
비정신장애인들이 심리적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상담전화가
존재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경우 동료지원가가 운영하는 24시간 콜센터가 필
수이다 (SAMHSA, 2014). 정신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은 증상을 판별하고 이를
완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Dalgin 외, 2011). 정신장애인이란 정
체성은 사회적으로 낙인과 편견에 노출된 정체성이기에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노출시킬 때는 또다른 차별경험을 할 것을 각오해야한다.
그런데 정신장애인이란 정체성을 공유하는 동료지원가에게 이야기할 때 정신
장애인 차별과 낙인을 경험할 것이라는 위험에서 자유롭기에 이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토로하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24시간 콜센터는
동료지원가를 고용할 때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 (Dalgin 외, 2011). 그에 더
하여 동료지원가가 주도하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지지집단 프로그램 역시 확
대되어야 한다(Degnan 외, 2018)
장기입원이나 질환 또는 사회적 차별로 인하여 정신장애인들의 상당수는 경
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
과에 따르면 정신장애인들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1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체장애인의 48%에 비교하여 약 1/3에 불과한 숫자인데,
이렇게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에도 불구하고 실업율이 1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
로 인하여 가족, 배우자, 또는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경우
에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권오용
외, 2018). 가족 내 권력관계에서 정신장애인들은 약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경
우가 존재하고 이런 지속적인 권력의 불균형은 종종 급성기 증상을 경험할 때
가족에 대한 폭력성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쉽지 않게 발견된다(안성훈 & 정진
경, 2018). 정신장애인이 가족와 갈등을 겪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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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족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비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상담
을 제공하는 심리치료자의 경우 정신장애가 사회적으로 가진 의미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Dalgin 외,
2011). 그러므로 정신장애인들에 대해 특화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심리치료사
가 가족갈등을 경험하는 정신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및 홍수와 같은 기상재해가 더욱 극심해지면서 저
소득층이 상당수인 정신장애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very-Palmer,
McBride, Berry, & Menkes, 2016). 이런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주거의 질의
악화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폭염이 예상보다
심해질 경우에 정신장애인들에게 호텔에서 단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
공하여 이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기존
주거서비스에 대한 접근 뿐 만 아니라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격요건이 되는 복지급여에 지원할 수 잇는 과정을 돕는 정신
장애인 권익옹호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역할은 절차보조인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뿐 만 아니라 교육기관 및 일터에서 차별과 낙인에 노출되
지 않도록 절차보조인이 지원할 수 있게 정책을 사용하여 촉진해야 한다.

3) 위기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정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2021년 현재 대한민국 내에도 위기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이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위기 정신장
애인들이 불필요한 입원을 할 위험을 줄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노동시장에 활발
히 참여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존 위기 인프라의 개선
과 혁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들이 초점집단인터뷰와 서베
이를 통해 2021년에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위기 서비스들이 다양한 위기
들을 해결하는데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위기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정착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한다. 본 연
구에서 개념화했던 ”협의의 위기“와 ”광의의 위기“에 대응하는 위기서비스들은
<표 Ⅵ-5> 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으므로 추후 연구자들과 정책결정자 및
지역사회 내 전문가들이 개발하고 혁신하는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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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위기를 겪는 정신장애인은 23시간 관찰 정신응급서비스가 상당히 도
움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종합병원의 응급실에서 급성기 정신병
적 증상이나 자살시도를 한 환자들에게 정신응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
만 SAMHSA (2014)에서 설명하고 있는 23시간 관찰 정신응급서비스와 큰 차
이를 보인다. 첫째, 한국의 응급실은 정신병원 입원을 수속하는 과정에서 정신
장애인, 가족 및 행정입원을 시작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공무원, 및 경찰들에
게 임시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응급정신건강 진단을 하는 장소로 사용
된다. 그에 반면 23시간 관찰 정신응급서비스는 정신의학전문의, 간호-심리사회복지 분야 정신건강요원, 동료지원가가 팀이 되어서 집중치료를 제한된 시
간동안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입원이 불필요한 정신장애인들을 선별하는 것을
목표한다. 그에 더하여 지역사회로 최대한 빨리보내면서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
전문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보건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와 연결시키는 것을
23시간 관찰 정신응급서비스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한국의 종
합병원 응급실에서는 찾기 어렵다.
○ 정책제언: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만들어질
14개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가 23시간 관찰 정신응급서비스를 도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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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5>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위기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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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 단기주거시설은 23시간 관찰 정신응급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잔여증
상으로 인하여 지역사회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정신병원의 입원으로 인한 학업 및
노동의 단절이 야기한 위험이 클 경우에 권고할 수 있다. 또는 입원치료가 필수적
이지 않은 위기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21년의 대한민국
에 있는 사회복귀훈련시설(halfway house)이 정신응급 단기주거시설과 가장 유
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회복귀훈련시설(halfway house)은 잔여증상이 있
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하기 전에 임
시주거를 제공한다. 이런 사회복귀훈련시설(halfway house)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 주거시설이 23시간 관찰 정신응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응급의료센터와 연
계되어 입원을 하지 않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재정착하기 전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정책제언: 정신응급 단기주거시설은 23시간 관찰 정신응급서비스, 지역사
회 내 정신보건 서비스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적응 촉진에
초점을 둔다.
24시간 위기 핫라인의 역할은 현재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119 종합상황실이 담
당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인력들은 정신보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
그러므로 정신위기를 겪는 정신장애인이나 이런 상황에서 위협을 받는 가족과 이
웃들에게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안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에 더하여 정신위
기를 발견함을 통하여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19 종합상황실의 근무자들이 이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육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미국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정신
위기 관련 전화가 올 경우에 24시간 위기 핫라인으로 연계가 되어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24시간 위기 핫라인은 23시간 관찰 정신응급서비스
를 제공하는 정신응급의료센터와 모바일 정신응급팀 등과 통합된 정보망을 유지
하여 다양한 위기 상황에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대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24시
간 위기 핫라인의 설립이 2021년 현재 한국에 요구된다.
○ 정책제언: 24시간 위기 핫라인을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서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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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가 관장하는 권역 내에 설립하여 운영해야한다.
자타해 위협 및 일상생활능력이 상당히 손상된 경우에 이들을 정신의료기관으
로 이송하는데 가족들과 이웃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오용 외, 2018). 지
역 내 모바일 정신응급팀은 정신과적 위기를 겪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정신의료기
관으로 안정한 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SAMHSA(2014)와 애리조나 마리
코파 카운티에서는 모바일 정신응급팀이 이송서비스 뿐만 아니라 위기를 겪고 있
는 정신장애인가 위치한 곳에서 정신응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더 중요한 목표
로 본다. 2021년 한국에서는 경찰, 소방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행정복지센
터 직원들이 이미 “정신장애인이 있는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하는데 제한점이 있고 이
들의 활동이 24시간 위기 핫라인과 같은 다른 위기 서비스들과 효과적으로 통합
되지 않았기에 그 효과성이 제한적이다(Oh 외, 2021; 오현성, 2019). 이를 극복
하기 위해서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와 통합된 모바일 정신응급팀의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 모바일 정신응급팀은 환자 이송 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증상이 만
드는 위험을 낮추는 서비스(de-escalating services)를 제공하여 “협의의 위기”
를 겪는 정신장애인이 증상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을 신속히 하기 보다는
가능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거주지에서 위험을 완화시키는 정신응급서비스를 받
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해야 한다.
○ 정책제언: 권역별 지역내 모바일 정신응급팀의 구축을 통해서 환자이송
과 관련한 가족 및 이웃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신장애인가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과적 응급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쉽게 받도록 한다.
절차보조서비스로 상징되는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서비스의 확대는 “광의의
위기”가 야기하는 심리/사회/관계/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이다. “광
의의 위기”가 발생하는 근원에 가족, 이웃, 경찰, 동료 등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
애인을 향한 편견과 낙인이 자리하고 있다 (Feldhaus 외, 2018; Link, Yang,
Phelan, & Collins, 2004). 그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자신들 역시 자기낙인
(self-stigma)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데 이런 경험은 대중이 정신장애를 향하
여 보이는 공공 낙인 (public stigma)에 의해 주요하게 설명된다 ((Link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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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Yanos, Roe, Markus, & Lysaker, 2008). 이런 차별, 낙인, 편견이 정신
장애인들이 회복하고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치명적인 장애물이기에 서구에
서는 정신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프로그램들이 효과성이 있다고 동의한
다 (인용 – RCT 결과. consumer advocacy). 한국의 절차보조인 서비스는 앞
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광의의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신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요구할 때 더 효
과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Greenfield 외, 2008).
○ 정책제언: 정신장애인들이 빈곤, 실업, 차별과 같은 “광의의 위기”를 만날
때 권익옹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절
차보조인들의 활동을 더 강화해야한다.
정신장애인들이 겪는 “광의의 위기”를 일상 속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발생하
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복약관리 악화 및 정서적 불안정을 통하여 “협의의 위
기”에 속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증상 및 자타해 위협을 경험할 위험을 높인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광의의 위기”를 최대한 신속하고
해결하는 것 역시 중요한 위기서비스로 보아야한다. 미국과 서구국가에서는 이
런 “광의의 위기”를 겪는 정신장애인들이 최대한 빨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동료지원가 통화센터를 운영한다(Dalgin 외, 2011). 2021년 한국에도
이런 상담전화 통화센터들이 다수 있고 대부분이 종교 및 비영리조직에서 운영
하거나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담전화의 경우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
로 상담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중증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없이 상담을
할 경우 문제해결보다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그에 더하여 정신장
애인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차별, 편견, 낙인으로 인하여 비정신장애인이
상담을 할 경우 효과적이고 솔직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동료지원가가
운영하는 24시간 통화센터는 정신장애를 공통된 정체성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
담자와 도움을 청 한 사람이 위에서 이야기한 장애물들을 상당히 없애고 효과
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Dalgin 외, 2011). 이런 상담서비스는 “협의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24시간 위기 핫라인 통화센터와 연계되
어서 운영되기도 한다(ConnectionsAZ, n.d.). 이러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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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지원가가 운영하는 24시간 통화센터에 연락을 한 정신장애인이 자타해 위
협 또는 급성기 정신병 증세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24시간 위기 핫라인 통화센
터로 연계하고 이들이 모바일 정신응급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seamless 서비스를 실현시킨다.
○ 정책제언: “광의의 위기”가 원인이 된 심리적 스트레스를 정신장애인이
경험할 때 손쉽고 신속하게 동료지원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
간 동료지원가 통화센터를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따라서 만들어
질 권역 별 “정신응급의료센터”, 24시간 위기 핫라인, 지역 내 모바일 정
신응급팀과 통합시켜 운영한다.
정신장애인들이 겪는 “광의의 위기”에 대응하고 “협의의 위기”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당사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 WHO(2021)는 지역사회에서 광의의 위기 혹은 협의의 위기
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쉼터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쉼터의
운영자로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를 우선시하고 쉼터내에서의 동료지원가 역
할을 중요시한다. 정신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차별, 편견, 낙인 등을
공유하는 동료들은 위기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지원자가 될 수 있다. 현재 국내
에서는 동료지원가의 상담활동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위기지
원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위기쉼터 프로그램의 당사자단체 운영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 정책제언: “광의의 위기”가 원인이 된 심리적 스트레스를 정신장애인이
경험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원
을 위하여 당사자단체의 위기쉼터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정신질환이 만드는 증상과 행동으로 인하여 학업과 직장경력이 방해 받으며
상당수의 정신장애인들이 인적자본 축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빈곤층으
로 살아가게 된다(권오용 외, 2018). 그에 더하여 정신질환이 되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학교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이해를 해주지 못하거나 직장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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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로 이용되면서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자아실현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지원교육
(supported education)과 지원고용 (supported employment)는 탈원화를 지
속적으로 추진하는 미국이나 서구지역의 주요한 정신보건서비스로 소비된다
(Corrigan, 2016). 지원교육 및 지원고용을 제공하는 주된 인력이 권익옹호서
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보조인이다. 학교 내 친구나 선생님과 갈등을 경험할 때
절차보조인이 정신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문제해결을 지원하여 이런 “광의
의 위기”가 학업을 중단할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Corrigan, 2016). 그에 더하
여 지원고용의 경우 잔여증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신장애인이 정신질환 증상
으로 인하여 차별 받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움을 고용주에게
정식으로 요청하는 과정을 절차보조인이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교 및
직장 내 권익옹호서비스를 정신장애인이 중요한 인적자본을 축적 시킬 수 있는
시기를 상실하지 않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정책제언: 교육기관 및 직장에서 절차보조인들이 권익옹호서비스 및 문
제해결 강화를 위한 임파워먼트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교육 및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광의의 위기의 주요 원인들 중 빈곤에 대한 위협, 지역사회 갈 곳의 부재, 지
역사회 내 살아가기 위한 준비 부족에 의한 위협 등이 중심이었다. 앞서 제시한
교육과 고용의 중요성이 경제적 위험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살기 위해서라면 입원 기관 외에도 지역사회 내 데이케
어 센터, 돌봄 부재 등에 대한 지역사회 개입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앞선 개인중심의 심리적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기 위한 자
립지원체계 및 서비스가 구축됨으로써 입원 이후 직장 문제, 지역사회에서 살
아갈 문제 등에 대한 지원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정책제언: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 지속적인 위기
초기부터 지속적 지역사회 내 돌봄지원체계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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