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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 Abstract <
The P니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eeds o f 64 chronic mentally
ill patients registered at the Public Health Office in a City and to utilize the basic
data to

develop the community mental health program for chronic mentally ill

patients in the comm 니nity.
The subjects select only 64 out of 73 chronic mentally ill patients (64 homeresident, except 9 in-patients) who registrated at Seogu public health office in a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3 ， 2001 to February 23， 2002 and
analysed by Number,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Using the SPSS 11.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ere 37.5% males, 62.5% females. In
terms of age group, 74.8% were over 36 years. And 34.4% were single, 37.5%
married/live together,

28.1% separate/divorced

and bereaved.

24.4% were

under

middle school grad니ate, 43.8% high school graduate, 7.8% college graduate. In terms
of religion group, 50.0% of the subjects were Christian, 18.8% were the others,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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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1.6% had their house, 25.0% reservations, 60.8% lease, and 12.6% the
others. 17.2% of the subjects had occupation, 82.8% had no occupation. 15.6% of
the subjects had not live together, 29.7% lived one member, 31.3% lived two
members, 15.6% lived three members, and 7.8% lived over four members. 92.3% no
monthly income. 79.6% thought that their income was not very enough or not
enough. 66.8% had no the others with meaning, 12.5% had one, 6.2% had two,
12.5% had over three, 31.3% of the subjects had friend with psychiatric disease,
68.7% had nothing.
Psychiatr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ere 42.2% had psychiatric disease
under 9 years, 57.8% over 10 years, and then 37.5% of the subjects had a
admission, 26.5% had 2-3 times, 35.9% over 4 times. 89.1% of the subjects had
under 3 months for admission duration in the last two years, 4.7% 4-12 months,
6.3% over 12 months, 58.4% of the subjects had the diagnosis of the schizophrenia,
40.6% the others.
The economic ability of chronic mentally ill patients' needs were the score of
2.34，sexual life 2.20，physical health 2.12，thinking problem 2.01，social relation 2.03，
information of medicine 2.00, residence problem 1.85, safe for self 1.84, illiteracy
1.48，safe for the others 1.39 and psychedelic drug 1.17. The average of needs were
the score of 1.74(minimum 1.00’ maximum 3.00), and items over the score of 2.00
were economic ability, sexual life, psychological health, physical health, information of
medicine, social relation and management of personal hygiene.
As a result of comparison of needs-level for chronic mentally ill patients' general
characteristics, with sex group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with respect to needs
of drinking problem(t=2.324, p=.023), supporting children(t=2.111, p=.039), using the
telephone(t:z-2.771, p=.027), with medicare group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with respect to needs of residence problem(t=-2.972, p=.004), housework (t=-2.022 ，
p=.047), and social relation(t=~2.318, p=.024), with friends with psychiatric disease
grᄋ니p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with respect to needs of sexual life(t= -2133 ，
p=.037).
In terms of GAF score group, 6.2% of the

subjects were

니nder

the scoreof 40，

12.5% score of 41 -50, and average GAF score of the subjects were 61.8. With distrib 니tion of GAF scor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with respect to needs of
housework(F=2.691， p=.023) and sexual life(F=2.806, p=.046).
In s니mmary，the chronic mentally ill patients were a large number of needs for
social problem as a sexual life, social relation, psychological loneliness, aloneness,
depression more than it for clinical problem.
Therefore,

it

is

req니ired that the chronicmentally

ill

patients

are offered

systematic job-rehabilitation program and safe work for their needs and functions.
Also, they are serviced weekly support program and home visiting program for
social need in public health office or mental health service center.
Key Word- Chronic Mentally III Patients,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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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비스나

론

사회정책의

핵심인

것이다(Perese,

1997).
지역사회에서 삶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적

1. 연구의 필요성

응하고 삶의 질을 성취하기 위해，만성정신질

1995년 말에 제정한 정신보건법의 이념에

환자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그들의 질

따라 최근 국내 정신보건정책이 병원이나 요

병과 관련된 특별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

양원 중심으로부터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
되기 시작했다. 또한 만성정신질환자의 치료

야 한다(Mcdonald & Badger, 2002). Hansell
(1976)은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환

목표도 단순한 증상완화만이 아니라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

자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환경과 상호작용 하
는데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그것들을 다음과

력을 갖도록 돕는 방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

같이 서술하였다. 첫째，생존을 위한 기본적

다(이종국 등, 1998). 최근의 정신보건서비스는

인 욕구(음식, 집，옷, 교통 및 정보 등)，둘

치료자(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수

째, 확고한 자아정체감. 셋째, 친밀한 인간관

요자) 중심으로 제공되어가고 있다(Rosenheck

계. 넷째，멤버로서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와 Lam, 1997). 정신보건 영역에서도 경제성,

집단. 다섯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역할. 여

直율성의 원리가 강조되면서 환자에게 필요
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념에 대한 욕구이다. Hansell(1976)의 기본

그들의 정확한 상태 및 욕구에 대한 평가가

욕구는 그들이 일상생활 문제에 적응할 때，

선행되어야 한다(이종국 등, 1999).

모든 사람들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만성정신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관점에서 보면 욕구
조사는 사례관리 서비스에서 가장 기초가 되
는 사정과정의 하나이다. 사례관리자는 대상
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우선 순위를 계획하
고 결정하기 위해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

섯째, 경제적인 자원. 일곱째，의미체계 혹은

질환자들은 특별한 욕구를 갖고 있다. 이 욕
구는 다음과 같다 (Pereser，1997). 첫째，개
인적인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보호하
고 주장할 수 있는 욕구. 둘째, 지속적인 정

결핍된 것 등을 사정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신과적 관리욕구. 셋째, 지역사회의 멤버, 가
족이나 고용인과의 관계에서 정보와 도움의

욕구사정이 되는 것이다(Black, 1995). 욕구
는 건강하고 적절한 생활을 획득하고 유지하

욕구. 넷째，사례관리를 통한 다른 기관의 서
비스를 조정하는 욕구 등을 포함한다.

는데 본질적으로 필요한 자원이 결핍된 상태

만성정신질환자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라고 할 수 있다(김만두, 1993). 만성정신질

그들의 삶의 질, 응급실 방문, 재입원에 미치

환자들은 일반 인구집단과 마찬가지로,, 주와
의료, 교통，레크레이션, 교육 및 소득에 대

는 효과에 대한 Perese(1997)의 연구에서，73

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육체적，사회적

별한 욕구를 확인하고 이런 욕구들은 삶의

및 심리적 기능이 사회의 정상적인 기대치보

질과 관련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만성정

다 낮은 사회적 무능력의 결과로 인해 기본
적인 욕구 이외에도 그들 자신만의 중요한

신분열병 환자들의 미 충족욕구는 가까운 친

욕구를 가지고 있다(이은연, 1998). 이러한

표, 집단 내에서 회원으로서의 위치, 그리고

명의 응답자 중 85% 에서 충족되지 않은 특

구(friendship), 일, 자신의 역할 및 삶의 목

욕구는 만성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자아정체감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원하는

사회적 수요이자 특수한 목적 상태를 획득하

욕구는 이성친구에 대한 것이었다. 만성정신

기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이 사회적 서

분열병 환자들의 삶의 질은 정보나 도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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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낮은 자아정체감，일이 없는 것 등에
의해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재 입원이나 응

를 의미한다.
• 만성 정신질환자

급실 방문은 안전，돈，직장에 대한 미 충족

G시 서구보건소에 등록된 국민 기초생활

욕구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만성정신질환자를 말

따라서 만성정신질환자의 재활이 효과적으

한다.

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례관리자는 환자 개
개인에게 필요한 치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의 우선 순위를 설
정하고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기

H. 연구 방법

위해서는

환자의 욕구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

1. 연구 설계

엇보다도 중요하다(이종국 등，1999). 그러므

본 연구는 만성정신질환자들의 욕구정도를

로，본 연구는 G시에 있는 서구보건소에 등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록된 국민생활 기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그
들의 기본적인 욕구정도를 파악함으로서 만
성정신질환자에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개하기

본 연구는 20이년 9월 3일부터 2002년 2월

위한 방향설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23일까지 G시 서구지역의 국민 기초생활수

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급권자 및 저소득층 중에서 서구보건소에 등
록된 만성정신질환자 94명 중 G시 및 근교
지역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를 제외

2. 연구의 목적

한 만성정신질환자 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만성정신질환자들의

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목적, 가

일반적 특성과

정방문의 목적 및 면담기법에 대해 본 센터

정신질환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에 실습 나온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 가

둘째，만성정신질환자들이 느끼고 있는 현

정간호사 수련생들에게 교육을 한 후 수련생

재의 욕구정도를 파악하다.
셋째， 만성정신질환자의

들이 만성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실습 시 직

일반적 특성 및

접 가정방문하여 설문지 면접조사를 실시하

정신질환관련 특성에 따른 이들의 욕구정도

였다.

를 파악한다.

3. 연구 도구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욕구조사 측정도구는

• 욕구

Slade와 Phelan(1995) 이 개발한 CANSAS

욕구는 건강하고 적절한 생활을 획득하고

(Camberwell Assessment of Need Short
Appraisal Schedule) 도구를 이은연(1999)이

유지하는데 본질적으로 필요한 자원이 결핍
된 상태이다(김만두, 1993). 본 연구에서는

수정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서

Slade와 Phelan(1995) 이 개발한 CANSAS
(Camberwell Assessment of Need Short

사용하였다. Camberwell Assessment of Need

Appraisal Schedule) 도구를 이은연 (1999)이

다양한 임상적, 사회적 욕구들을 사정하기

수정 •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

위하여 설계된 도구이다. 이 도구는 욕구의

-

(CAN)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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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거주지, 식사, 집안일, 위생관리, 신체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적 건강, 정신병적 건강，악물치료정보, 심리

(N=64)

적 상태, 자신에 대한 안전, 타인에 대한 안

특성

전, 음주, 약물남용, 사회적 교제, 성생활，아

성별

동교육，기본적 교육, 전화이용, 대중교통이
용, 경제상태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욕구의 정도는 ‘아무 문제없음 1점’, ‘도움 받

연령

아 큰 문제없음 2점’, ‘문제 심각 3점’, ‘잘 모
르겠다 4 점’으로 구성된 4 점 척도이며 점수

결혼상태

가 높을수록 욕구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신뢰도는 이은연(1999)의 연구에
서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2이
었다.

4.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24(37.5)

여
25세 이하

40(62.5)

26~35세

12(18.6)

36세 이상

48(74.9)

미혼

22(34.4)

4( 6.3)

기혼/동거

24(37.5)
18(28.1)

학력

중졸 이하

31(48.4)

고졸

28(43.8)
5( 7.8)

직업

전문대 이상
유
무

11(17.2)
53(82.8)

기독교

32(50.0)

기타

12(18.8)

무

20(31.2)

자가

1( 1.6)

종교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정신질환 관
련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욕구정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

실수(백분율)

o-

이혼/ 별거/사별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

구 분

전세

16(25.0)

(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정신질환 관

영구임대

39(60.8)

련특성에 따른 욕구정도의 차이는 t-test

기타
의료보험

10(15.6)

의료보호

54(84.4)

독거

10(15.6)

주거형태

로 산출하였다.

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의료보장
거주 가족수

in .

1.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미 있는
타인의 수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i>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37.5%, 여자가 62.5%
이었고 연령은 36세 이상이 74.9% 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결혼상태는 미혼 34.4%, 기혼
혹은 동거 37.5%, 이혼/ 별거/사별 28.1%이었
으며，학력은 중졸이하가 48.4%, 고졸 43.8%,
전문대 이상 7.8% 로 나타났다. 직업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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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6)

1명

19(29.7)

2명

20(31.3)

3명

10(15.6)

4명 이상

5(7.8)

0명

64(68.8)

1명

8(12.5)

2명

4( 6.2)

3명 이상

8(12.5)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친구

있다

12(18.8)

없다

52(81.2)

도움을 주는
전문가

있다

20(31.3)

없다

4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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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무’가 82.8%이었고，종교는 68.8%가
종교를 갖고있으며, 주거형태는 자가가 1.6%,
전세가 25.0%, 영구임대 60.8%, 기타가 12.6%

35.9%이었다. 최근 2년간 총 입원기간을 보
면 3개월 이하가 89.1%로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4~12개월 4.7%, 1년 이상이 6.3%

이었다. 의료보장은 의료보험이 15.6%, 의료

이었다. 진단명은 정신분열증이 59.4%으로 가

보호가 84.4%이었다. 거주 가족 수는 독거가

장 많으며 기타 정신질환이 40.6%를 차지하

15.6%, 1명이 29.7%, 2명이 31.3%, 3명이
15.6%, 4명 이상이 7.8% 로 나타났다. 의미

고 있다. GAF 점수는 40점 이하가 6.2%, 41-

50점이 12.5%, 51-90점이 81.3%로 나타났다.

있는 타인(친구, 이웃, 친척, 종교인, 전문가)

2. 대상자의 욕구정도

의 수는 아무도 없음이 68.8% 로 가장 많았
다.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친구의 유무를 조
사한

결과

있는 자는

대상자의 욕구정도는 < 표 3>과 같다.

18.8%， 없는 자가

대상자들의

욕구정도는

경제능력 (2.3점),

81.2%이었다. 도움을 주는 전문가가 있는지

성생활(2.2점), 심리적 상태(2.2점), 신체적 건

여부를 묻는 결과 있는 자가 31.3%, 없는 자

강(2.1점)，약물치료 정보 (2.1점)，사회적 교

가 68.7%로 나타났다.

저1(2.0점)，개인위생관리(2.0점)，거주문제(1.9
점)，자신에 대한 안전문제(1.8점), 집안일(1.8

2) 정신질환관련 특성
대상자의 정신질환 관련특성은 <표 2>와

표 3. 대상자의 욕구정도

같다.

평균 표준편차 순위

욕구

정신질환을 가진 경력은 9년 이하가 42.2%,

10년 이상인 경우가 57.8%이었다. 입원횟수
는 1회가37.5%, 2~3회가 26.5%，4회 이상이
표 2. 정신질환관련 특성

(N=64)

거주문제

1.9

.69

5

식사문제

1.7

.69

7

집안 일

1.8

.75

6

개인위생관리

2.0

.76

4

신체적 건강

2.1

.72

3

사고장애문제

1.7

•76

7

•74

3

특성

구분

실수(백분율)

약물치료 정보

2.1

정신질환을
가진 경력

9년 이하

27(42.2)

심리적 상태

2.2

.67

2

10년 이상

37(57.8)

자신에 대한 안전

1.8

.78

6

1회
2〜 3회

24(37.5)

타인에 대한 안전

1.4

.63

9

입원횟수

17(26.5)

음주사고

1.3

.60

10

4회 이상

23(35.9)

1.2

.52

11

3개월 이하

57(89.1)

환각제복용
사회적 교제

2.0

.82

4

4〜 12개월 미만

3( 4.7)

성 생활

2.2

.84

2

12개월 이상

4( 6.3)

부양자녀

1.4

.67

9

문

최근 2년간
총 입원기간
주 진단명

GAF 점수

정신분열증

38(59.4)

맹

1.5

.69

8

기타(정동장애，간질)

26(40.6)

전화사용

1.3

.69

10

40점 이하

4(6.2)

대중교통

1.4

.68

9

41〜 50점

8(12.5)

경제능력

2.3

.51

1

51〜 90점

52(81.3)

총 욕구

1.7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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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식사문제(1.7점)，문맹 (1.5점)，타인으로부

표 5. 의료보장에 따른 욕구정도의 차이

터 안전문제(1.4점)，대중교통 이용(1.4점), 부

(N=64)

양자녀의 문제(1.4점), 전화사용(1.3점), 음주
사고(1.3점)，환각제 복용(1.2점) 의 순이었고

의료보험
(10명)

의료보호
(54명)

M(SD)

M(SD)

거주문제

1.30U8)

1.96C67) -2.972(.004)

집안일

1.40C51)

1.90C75) -2.022C047)

교

1.50C70)

2.12C80) -2.318C024)

욕

19항목에 대한 평균 욕구정도는 1.74점이었
으며 점수의 범위는 3.0점ᅳ1.0점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욕구정
도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욕구정
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3)

구

t (p)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친구 유무에 따
른 욕구정도의 차이

가 나타난 변수는 성별, 의료보장, 정신과적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친구 유무에 따른
욕구정도의 차이는 성생활의 욕구정도가

질환을 가진 친구의 유무이었다.

1)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욕구정도의 차이

1.75점，없는 경우 2.3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33，p=.037) (표 6).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욕구정도 차이는 음
주문제는 남자 1.50점, 여자 1.15점(t=2.324,

p=.023), 부양자는 남자 1.58점，여자 1.12점
(t=2.111, p=.039), 전화사용은 남자 1.08점,

표 6.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친구 유무에 따른
욕구정도의 차이

여자 1.47점으로(t=-2.771，
p=.027) 나타나 통

(N=64)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
욕 구
표 4. 성별에 따른 욕구정도의 차이

성생활

(N=64)

있음(12명) 없음(52명)

t (p)

M(SD)

M(SD)

1.75C86)

2.30C80) -2.133C037)

남(24명)

여(40명)

M(SD)

M(SD)

음주문제

1.50C72)

1.15C48)

2.324(.023)

안일(F=2.691，p=.023), 교제 (F=2.822, p=.018),

부양자녀

1.58C77)

1.12C57)

2.11K.039)

성생활(F=2.806，p=.046)영역에서 유의한 차

전화사용

1.08C28)

1.47C81) -2.77K.027)

욕

구

4) GAF 점수에 따른 욕구정도의 차이

t (p)

GAF 점수에 따른 욕구정도의 차이는 집

이가 있었다(표 7).

2) 의료보장에 따른 욕구정도의 차이
YI. 논

의료보장에 따른 욕구정도 차이는 거주문

의

제의 경우 의료보험 대상자는 1.30점，의료보
지역사회

호 대상자가 1.96점(t=-2.972，p=.004), 집안

정신보건서비스의

우선 순위를

일의 경우 의료보험 대상자는 1.40점, 의료보

설정하고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호 대상자는 1.90점(t=-2.022, p=.047), 사회적
교제의 경우 의료보험 대상자는 1.50점, 의료

환자의 욕구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이종국 등, 1999).
본 연구는 이

보호 대상자는 2.12점으로(t=-2.318, p=.024)

서구 보건소에 등록된 만

성정신질환자 중 국민생활 기초 수급권자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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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GAF 점수에 따른 욕구정도의 차이

(N=64)
S.S.

DF

M.S.

집단-간

7.750

6

1.292

집단-내

27.359

57

.480

총

63

구
집안일

교

성생활

합

35.109

집단-간

9.604

6

1.601

집단-내

32.333

57

.567

총

합

41.938

63

집단-간

8.664

6

1.444

집단-내

35.695

57

.626

총

44.359

63

합

F (p)
2.69K.023)

2.822C018)

2.806(.046)

대상으로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정도를 파악

의미있는 대인관계를 유지 그리고 경미한 수

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준의 사회적，직업적, 어려움이 있으나 대체

남자가 37.5%, 여자가

로 잘 기능한다고 한다(이정숙 등, 2002). 본

62.5%이며，연령분포는 36세 이상이 74.4%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상태는 미혼 34.4%, 이

연구대상자 64명 중 51점 ~90점이 81.3%로

본

연구대상자는

혼’ 별거가 28.1%로 나타났으며，82.8% 가 직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약물치료 유지가 잘
되고, 일상생활훈련，집에서의 생활과 이웃과

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거가족

의 관계의 기능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

수는 독거 15.6%, 1명이 29.7%이며, 의미있

단해서 결정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이 다

는 타인(친구. 이웃, 친척, 종교인，전문인 등)

소 개입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대상자들은 만성정신질

의 수는 아무도 없음이 68.8%, 정신과적 질
환을 가진 친구의 유무에서 없음에서 81.2%，

환을 장기간 앓고 있으며，잦은 재발과 재

도움을 주는 전문가의 유무에서 68.7%가 없

입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과, 한창 사회에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가진 병력

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노령화

은 9년 이하가 42.2%, 10년 이상이 57.8% 이

되어 가는 부모에게 의존적인 생활을 하고

며, 입원횟수는 1회 37.5%, 2-3회 26.5%, 4회

있으며，주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

이상이 35.9%로 나타났다.

자원이

없는 대상자가 많고，지역사회에서

가 40점 이하는 6.2%, 41~50점은 12.5%, 51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업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알 수

〜 90점은 81.3% 이었다. 만성정신질환자들은

있다.

GAF점수에 따라 정신장애 1급(GAF점수 40
점 이하), 2급(GAF점수 41~50점 사이)，3급
(GAF점수 51~90점 사이)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GAF 평균 점수는 61.8점으

질환자를 위해서 잦은 재발과 재 입원을 예
방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로 나타났다. 61-70점 수준에서는 약간 경미

특히 주간지지프로그램，가정방문 및 직업재

한 증상(예 우울증, 경도의 불면증)과 일부

활을 강화함으로서

대상자의

정신사회적기능상태 (GAF) 점수

-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만성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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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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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

와 나이가 들었어도 미혼인 경우가 많은 것

리할 수 있는 정신보건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으로 나타남에서 이런 사실을 입증해준다.

고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국립나주정신병
원’ 2000).

성생활과 심리적 상태에 대한 욕구정도가 높

대상자들의

욕구정도는

또한 연구대상자들은 경제적 상태 외에도

경제능력 (2.3점)，

게 나타났는데 이는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들

성생활(2.2점)，심리적 상태(2.2점), 신체적 건

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요하다. 사

강(2.1점), 약물치료 정보 (2.1 점), 사회적 교

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친밀한 관계

제(2.0점), 개인위생관리(2.0점), 거주문제(1.9

형성과 성적기능에 대한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점)’ 자신에 대한 안전문제(1.8점), 집안일(1.8

제시한 Mcdonald & Badger(2002)의 연구는

점)，식사문제(1.7점), 문맹(1.5점)，타인으로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첫째，친밀감 형

터 안전문제(1.4점)，대중교통 이용(1.4점), 부
양자녀의 문제 (1.4점), 전화사용(1.3점)，음주

성에서는 날마다 남편이나 여자친구，남자친
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가족

사고(1.3점), 환각제 복용(1.2점)의 순 이었으

이나 친구들의 숫자보다 의미있는 이성친구

며，19항목에 대한 평균 욕구정도는 1.74점이

와 가까운 관계를 갖는데 필요한 자신의 행

었다. 즉 대상자들은 경제능력，성생활，사회
적 교제와 같은 사회경제적 욕구，심리적 외

동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한 지식이 부족하

로움，소외감, 우울증과 정신약물 치료에 대

서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

한 정보，신체적인 건강과 관련된 정신건강

다. 둘째，집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 함께 이

다고 표현하였으나 치료자들은 그것에 관해

과 관련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종

야기할 수 있는 반려자 그리고 나를 지지해

국 등(1998)의 연구결과 만성정신질환자들이

줄 수 있는 누군가와 성적관계를 원하고 이

전반적으로 직업, 정신건강 교육，대인관계와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셋째，

관련된 욕구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

자신의 행동과 역할에서, “난 중요한 지지를

다. Haaster 둥(1994)은 만성정신질환자들은

받지 못한다.” “난 위기상황에 있다.” “사랑할

임상적 문제보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욕구가

누군가가 없어 삶의 만족이 없다”고 하였다.

더 크다고 하였고，Picard & Mariolis (2002)

보건복지부와 국립나주정신병원 (2000)에서

는 만성정신질환자들은 정신약물학적인 관리

만성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서비스 요구에 대

를 가장 필요로 하지만, 이해받고 싶은 욕구

한 연구결과 에서는 일상생활훈련，여가활동
등의 서비스 항목에서는 입원환자들의 요구

도 많다고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제능력에 대한 욕구

도가 높았고，직업재활과 사회적 서비스 중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장기간의 질병치료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정도는 치료환경에

와 계속되는 환경의 악순환이 개인의 가정경
제를 약하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만성

상관없이 다른 서비스 항목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만성정신질환자들의 미 충족

정신질환자들은 보통 20-30대에 발병하여 중

욕구평가에서

상이나 입. 퇴원 반복 등 병으로 인하여 이
시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회적 교제

역할수행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충족되지 않았고, 다음이 증상 및 감정

나 이성적 교제를 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며

조절과 같은 행동영역의 서비스 욕구가 충족

직장을 구할 기회를 박탈당하여 독립된 생활

되지 않았다고 나타난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

을 하지 못하여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결혼을 했어도 이혼한 경우

과를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Ford 등
(1992)은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성공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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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욕구를 조사했

점, 의료보호가 2.12점으로(t=-2.318, p=.024)

는데 약물관리와 치료，정신사회적 치료, 주

나타나 의료보험 대상보다 의료보호 대상자

간지지와 직업활동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

들의 생활정도가 더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였다.

욕구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친구가 있는 경우

에서도 그들을 이해하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

성생활의 욕구정도가 1.75점, 없는 경우 2.30

어나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133，p=.037).

고 판단된다. 아울러 성생활과 사회적 교제，

이는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친구와의 만남을

심리적 상태에서 보면 혼자 고립된 생활이

통하여 성생활의 욕구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

계속되고 사회로부터 위축된 생활에서 벗어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 대

나게 해주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상자들은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친구가 없는

뿐 아니라 이들의 성 충동을 스스로 긍정적
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교육이 필

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교

요하다. 그러므로 만성정신질환자의 사회복

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경우가 81.2%로 나타나 이들의 성생활 욕구

귀를 위해서 보건소 내 정신사회재활 프로그

GAF 점수에 따른 욕구정도는 집안일(F=
2.691, p=.023), 사회적 교제 (F=2.822, p=.018),

램 개발 시 대상자들의 욕구정도를 중심으로
사회적응능력증진，이성교제 프로그램，직업재
활을 위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계
획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성생활(F=2.806, p=.046)영역에서 유의한 차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욕
구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

낮은 집단보다 집안 일, 사회적인 교제, 성생

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성별, 의료보장,

이은연(1999)의 연구에서, GAF 점수가 높을
수록 기본적 교육, 전화이용，대중교통수단의

이가 나타났다. 즉 GAF 점수가 높은 집단이
활에 대한 욕구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친구의 유무이었다.
성별에 따른 욕구정도의 차이는 음주문제

욕구정도는 낮게 나타났으나, 사회적 교제나

는 남자 1.50점, 여자 1.15점(t=2.324，p=.023),

성생활에서 욕구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부양자녀는 남자 1.58점，여자 1.12점(t=2.111,
p=.039)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음주 충동이

일치한다.

강하고，부양자녀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다고

안정성，긍정적인 사회관계, 그리고 좋은 건

볼 수 있다. 전화사용은 남자 1.08점，여자

강상태가 정신분열병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1.47점으로(t=-2.771, p=.027) 나타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전화통화

질을 향상시키고 증상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하였다. Lehman & Postrado(1995)의 심리

를 통한 대화욕구의 해소는 여자가 더 강한

사회적

일반적인 특성이 만성정신질환자의 경우에도

긍정적 사회적 기능이 정신분열병환자의 재

동일함을 보이고 있다.

입원과 입원기간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

의료보장에 따른 욕구정도의 차이는 거주
문제의 경우 의료보험이 1.30점，의료보호가

였다. 부족한 사회적 기능은 건강관리 비용을
높이고 대상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감소시키

1.96(t=-2.972，p=.004), 집안 일의 경우 의료
보험이 1.40점, 의료보호가 1.90점(t=-2.022,
p=.047), 사회적 교제의 경우 의료보험이 1.50

며 최저의 치료결과를 나타냈다(Covington &

-

Kaiser(2000)는 적절한 약물관리, 재정적

연구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나

Cola, 2000). 또한 NAMKNational Alliance
for the Mentally 111)의 연구결과 정신분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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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친밀한 관계를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Mcdonald, & Badger,

가질 수 있는 친구라고 하였다(Uttaro &

2002 ).

Mechanic, 1994). 만성정신분열병환자가 사

1) 가족이나 친구들과 건강한 사회적 상호관

회적 기능을 하는데 몇 가지의 한계가 있으

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며(Patrick & Erikson, 1993), 사회적 기능을

부족하다. 즉 적절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수행하는데

한계설정，가족간의 갈등을 다루는 것과

교통수단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을 주었다(Mcdonald & Badger, 2002).
첫째，사회적 역할수행을 하는데 한계로서

2)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양육수행，주부의 역할수행，여

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교통수단과 제

가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사회적

정적인 문제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설명

같은 역할과 기대를 명료화해야 한다.

인 관계형성 하는데 있어서의 한계로서 교회

되어야 한다.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그들

가는 것을 제외한 다른 지역사회 모임에 참
여하고 집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데 어려움,

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사회적으로 관계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나 친밀감을 형성하는

남을 촉진시킬 수 있는 비용이나 교통수

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친밀함과 성적기능

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인

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

관계를 갖는데 장애요인에 대한 지역사회

를 갖지 못한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만

Mcdonald & Badger(2002)는 정신분열병

의 인식이 점점 더 필요하다.

환자들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

넷째，친밀감 형성과 성적기능과 같은 사

체적인 중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희적 기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상담과 교

첫째，대상자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정형 항정신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적

약물로 증상관리가 향상됨에 따라 만성정신

환경을 제공한다. 즉 대상자의 자립성을 증

질환자들의 친밀감과 성적기능에 관한 상담
과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사회적 기능

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하였고 그들
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직업교육이나

과 친밀감과 성적기능에 대한 이전의 연구

(Assalian, Fraser, Tempier & Cohin, 2000)

시간제 일을 갖는 것이다.
둘째，교통수단, 주간지지프로그램 혹은 일
자리를 찾도록 돕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에서 친밀감과 성적기능은 정신분열병 환자
들의 사회적 기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

것과 같은 지지적인 서비스 제공한다. 지지

다. 따라서 건강관리 전문가들은 규칙적으로

적인 서비스는 사회적 활동과 여가활동을 포

대상자들의 친밀감과 성적기능을 평가해야하
고 교육은 치료계획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

함한다. 사회적 활동은 환자 개인의 관심에
근거를 두고 도전과 홍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정신분열병을 가진 환자들이 살고 있

다(Mcdonald, & Badger, 2002). 즉 성적 기
관의 해부학적 정보, 성 반응의 생리，성 기

는 이웃 사람에 대한 편안함과 적절한 교통

능 부전의 원인，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한 환경적인 문제는 직업교육，

다양한 치료적 대안 그리고 임신조절이나 성

여가활동 참여 및 사회적 관계를 갖는데 장
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기

적으로 전염되는 성병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
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회를 제공한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날 수

정신보건 간호사들은 그들이 자립적인 생
활유지를 위해 직업교육이나 주간지지프로그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몇 가지 장애

램 운영 및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위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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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만성정

력은 중졸 이하 24.4%, 고졸 43.8%, 전문대

신질환자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가능하

이상 7.8%，종교는 기독교 50%, 기타 18.8%,

고 지불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

무종교 31.2%, 주거형태는 자가 1.6%, 전세

통수단이 부족하다. 이것은 치료효과에 영향

25.0%, 영구임대 60.8%, 기타 12.6%, 직업유

을 미치기 때문에，정신보건간호사는 환자들

무상태는 유직자 17.2% 무직자 82.8%, 동거

의 안전을 제공하고 교통수단과 같은 장애요
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역사회 지도자에게 주

가족수는 독거 15.6%, 1명 29.7%, 2명
31.3%, 3명 15.6%, 4명 이상 7.8%, 의미 있

장할 수 있어야 하며，사회적 기능과 삶의

는 타인( 친구, 이웃, 친척，종교인)의 수는 없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계획을 위한 지

음 66.8%, 1명 12.5%, 2명 6.2%, 3명 이상
12.5%,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친구 유무는

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GAF 점수가 높은 만성정신질환자

있는 자 31.3%, 없는 자 68.7%로 나타났다.

들이 성생활，사회적 교제，심리적 외로움，

정신질환관련 특성은 정신질환을 가진 병

소외감，우울증과 같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

력이 9년 이하 42.2%，10년 이상 57.8%, 입

시키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만성정신질

원횟수는 1회 37.5%, 2~3회 26.5%, 4회 이

환자들의 사회적응기술 및 의사소통기술 증

상 35.9%, 최근 2년간 총 입원기간은 3개월

진, 이성교제 프로그램，가정방문을 통한 지

이하 89.1%, 4~12개월 미만 4.7%, 12개월

속적인 상담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

이상 6.3%, 주 진단명은 정신분열증 58.4%，

는 주간지지프로그램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

기타 40.6%로 나타났다.

다. 또한 만성정신질환자들이 경제적으로 독
립하기 위하여 그들의 욕구와 기능에 맞는

만성정신질환자의

욕구정도는

경제능력

2.34점，성생활 2.20점, 우울증 2.15점, 신체적
건강 2.12점, 사고문제 2.이점，교제 2.03점，
약물치료 정보, 2.00점, 거주문제 1.85점，자

보호작업장이나 다양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직업재
활프로그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기능적 손

신으로부터의 안전 1.84점, 문맹 1.48점, 타인

상이 심한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해서는 경제
적인 생계보조 수당 등 법적 대책이 세워져

으로부터 안전문제 1.39점, 환각제 복용 1.17

야 한다.

1.00점，최대값 3.00점)이었으며，2.00점을 넘
은 항목은 경제능력，성생활, 심리적 상태，

점 순으로 총 평균 욕구정도는 1.74점(최소값

신체적 건강, 약물치료 정보, 사회적 교제，

V. 결

및 개인위생 관리이었다.

론

G시 서구 보건소에 등록된 만

만성정신질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
른 욕구정도의 차이를 보면 성별에 따라 음

성정신질환자 중 국민생활 기초수급권자 및

주문제 (t=2.324, p=.023), 부양자녀 (t=2.111, p=

저소득층 관리대상자 94명 중 64명을 대상으

.039), 전화사용(t=-2.771, p=.027)의 욕구가,
의료보장에 따라 거주문제 (t=_2.972, p=.004),
집안일(t=-2.022, p=.047), 교제 (t=-2.318，p=

본 연구는

로, 만성정신질환자들의

욕구정도를 파악하

는데 있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남자가

37.5%, 여자가 62.5%, 연령은 36세 이상이
74.8% 로 가장 많았고, 결혼상태는 미혼 34.4%，

.024)의 욕구가,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친구
유무에 따라 성생활(t=-2133，p=.037)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GAF 점수 별 분포는

40점 이하가 6.2%, 41-50점이 12.5%, 51-90

기혼/동거 37.5%, 이혼/ 별거/사별 28.1%,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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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도시 만성정신질환자의 욕구조사 연구

이화여 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점이 81.3% 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61.8점이었
다. GAF 점수에 따른 욕구정도의 차이를 보

이정숙. 김수지. 고규희. 공수자. 김수진. 김

면 집안일 (F=2.691, p=.023), 교제(F=2.822, p=
.018)，성생활(F=2.806, p=.046) 에서 유의한 차

은희. 박후남. 이강오. 정순아 외(2002).
정신건강간호학(2). 현문사.

이가 나타났다.

이종국. 황태연. 한은선. 김명식. 이충순(1998).

본 연구결과 만성정신질환자들은 임상적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에 참여중인 만

문제보다 성생활，사회적 교제，심리적 외로

성정신질환자의 욕구조사. 용인정 신의

움, 소외감，우울증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

학보，5(1).

한 욕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
로 이런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종국，한은선, 안강호, 김명식, 김장배，손
봉희, 이주호 (1999). 만성정신질환자

주간지지프로그

의 욕구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

램과 가정방문사업 강화와 만성정신질환자들

의 비교연구(1). 용인정신의학보, 6(2).

의 욕구와 기능에 맞는 보호작업장이나 다양

이종국. 공지현. 이기원. 장화순. 이봉원，(2001).

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정신보건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소진
현황과 대책. 용인정신의학 보 , 8(1).

야 한다.

Assalian, P., Fraser, R., Tempier, R &
Cohin, D. (2000). Sexuality an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schizophr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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