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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bjectiv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of family burden and mental health 

service needs of chronic mental patients in community.

  Methods: Objects of the study were 153 chronic mental patients in community of P. city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2007 to February, 2008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Research tools of this 

study were family burden tool developed by Pai & Kapur (1981) and mental health service needs tool 

developed by Kim (2003). 

  Results: The average grades for family burden was 1.62 points. And the biggest part of family burden 

was economic burden(1.74), followed by interrupt of daily life(1.67), interrupt of family relationship(1.64), 

interrupt of family leisure (1.57), effects of mental health(1.50), and effects of physical health(1.43). The 

average grades for mental health service needs was 2.72 points. And the biggest part of mental health 

service needs was rehabilitation service(3.09), followed by social service(2.87), and Psychiatric medical 

service(2.21). Positive correlation showed between all parts of family burden. And, positive correlation 

showed between psychiatric medical service and interrupt of daily life(r=.281, p<.01), psychiatric medical 

service and effects of physical health(r=.355, p<.01), social service and effects of mental health(r=.213, 

p<.01).

  Conclusion: The family burden for care giver of mental patients was related with all parts of family 

burden and mental health service needs of family. Thus, these results should be considered to reduce family 

burden for care giver of mental patients i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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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산업화로 인한 직

업구조의 변화  도시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 

격한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

환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 

유병률은 30%로 10명당 3명은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정신질환은 

일단 발병하게 되면 40%의 환자가 1년 내에 재

발하고, 퇴원 후 5년 내에 75%가 재발하며, 만성 

환자의 50%가 사회 , 개인  기능결손을 가지

고 있어 사회복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2].

  만성정신질환자들은 단기간의 병원 입원 후 퇴

원하여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고 가족이나 연 

심으로 보호  재활에 필요한 제반 여건들이 

제공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만성정신질환자를 

한 지역사회 내 거주시설이나 사회복귀시설이 

부족하여 환자들이 일상생활의 부분을 가족 성

원에게 의존하게 되므로 결국 수발의 가장 큰 책

임이 으로 가족에게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3,4]. 이와 같이 정신질환자 가족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사회 복귀의 일차 인 자원으로 

기능하게 되며[3], 정신과치료가 성공하고 환자를 

보다 효율 으로 도우려면 정신질환자 가족의 

조가 가장 필요하다[5]. 한 지역사회에서 제공

하는 정신질환자들에 한 재활의 성공도 가족의 

보호 역량에 달려있으며, 가족의 보호역량의 강

화를 해서는 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실제 인 

도움, 정서  지지, 정보  지지, 경제  도움, 교

육 등이 필요하다[6].

  그러나 정신질환자 가족은 보호 역량을 강화할 

일차  자원기능도 부족할 뿐 더러, 상당한 신체 , 

사회 , 경제 인 을 받고, 환자발생에 한 

수치심, 죄의식, 분노와 치료  후에 한 불

확실감, 치료비에 한 경제  부담, 사회의 부정  

태도 등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정서  반응을 경

험한다[7]. 

  일차  보호제공자로서의 가족에게 차 가

될 수 있는 부담감은 첫째, 환자를 보호하고 그 

증상과 행동에 처하는 가족의 복지를 받

게 되며 둘째, 가족의 신체․정서․사회 으로 

증 된 부담은 가족의 인내와 처능력을 약화

시키고 그것이 환자에게 비 ․  혹은 

과잉보호  태도로 나타날 때 심리․정서 으로 

취약한 환자에게 유해한 향을  수 있다. 

셋째, 환자를 보호하는데서 오는 과 한 부담

으로 가족이 포기 할 수밖에 없는 환자는 각종 

시설에서 장기 수용되거나 지역사회에 방치되

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8]. 그

러므로 만성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은 재가

만성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요한 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신보건 환경은 가족과 지역사회 속에서 

재활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정신치료  근으로 

변화하여 정신질환에 한 서비스체계가 과거의 

공 자 심의 체계에서부터 욕구 심(need-led 

provision)의 서비스체계로 발 하는 추세에 있다

[9]. 그러므로 재가만성정신질환자 가족부담감에 

한 연구에서 가족의 정신보건서비스 요구를 아는 

것은 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족부담감에 따른 정신보건서비

스요구에 한 최근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가족부

담에 따른 서비스 욕구에 한 연구[10]와,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의 가족부담감과 그에 한 사회

 지원욕구의 실태에 한 연구[11]가 있었으나 

이들의 연구는 사회복귀시설 상자들의 연구이며, 

재 국에 100개 지역으로 확 되어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로 명백히 새로운 유형의 정신장

애인 리모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회원들을 돌보는 가족의 

가족부담감과 정신보건서비스요구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 은 정신보건센터에 회

원으로 등록된 재가만성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

족을 상으로 부담감과 정신보건서비스 요구를 

악하여, 가족의 부담감을  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재가만성정신질환 가족의 요구를 

지원해  수 있는 효과 인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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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1. 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 상자는 P시 소재 일개 정신보건센터를 

편의추출하여, DSM-IV 진단기 에 따라 정신

질환자로 진단을 받은 후 P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회원가족 251명이다. 이  사례 리자와 

이 가능하며, 가정방문을 통하여 연구목

에 서면 동의하고 참여를 수락한자, 환자간호에 

주 돌  제공자, 질환이 없는 자, 의사소통이 가

능하고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여 194명을 연구 상자로 하 다. 자료조

사 방법은 본 조사 이 에 련기 의 승낙을 

얻은 후,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선정

된 회원 가족  1인을 상으로 연구자와 사례

리자가 직  가정방문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체 194부를 회

수하 으나 30%이상 응답하지 않는 등의 활용

하기에 부 한 자료를 제외한 총 153부를 통

계에 활용하 다.

2. 조사도구

  정신질환자 가족부담 도구는 Pai와 Kapur[12]가 

개발하고 이종화[13]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

으며, 개발당시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가 0.84 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가 0.89 다. 경제  부담, 일상 인 가족생활의 

방해, 가족의 여가방해, 가족상호작용의 방해, 가

족의 신체건강에 한 향, 가족의 정신건강에 

한 향의 6 역 23문항의 3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가족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신보건서비스요구는 정신보건서비스 요구

분류방법을 인용하여 만든 김태 [10]의 도구를 

사용하 다. 정신의료서비스 역, 정신사회 재

활서비스 역, 사회 서비스 역으로 구성된 

총 13개 문항이며 5  척도로 수가 높을 수 

록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태 연구[10]에

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가 0.87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가 

0.87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로그램을 이

용하여 산처리 하 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로 구하 다.

  둘째, 상자의 가족부담감  정신보건서비스

요구는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셋째,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가족

부담감  정신보건서비스 요구는 t-test와 ANOVA 

 Scheffe test로 분석하 다. 

  넷째, 상자의 가족부담감의 역별 상 분석과 

가족부담감과 정신보건서비스 요구 간 상 분석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재가만성정신질환자 부양자의 일반  특성은 

여성이 반 이상(67.3%)이었으며, 연령은 70세이

상이 30.1%로 가장 많고, 50세 이상이 83%를 차

지하 다. 교육수 은 고졸(41.2%), 졸(23.5%) 

등의 순이었고, 결혼상태는 기혼(51.0%), 사별

(37.3%) 등의 순이었으며, 환자와의 계는 부모

(69.9%)가 반 이상을 차지하 다. 종교는 불교

(30.7%), 무교(30.7%)가 같았으며, 주 돌 자의 

직업은 무직(59.4%)이 가장 많았고, 수입은 백 

만원 미만(62.7%)이 가장 많았다.

  재가만성정신질환자의 특성은 남성(79.1%)이 

다수를 차지하 고, 연령은 30-39세(40.5%), 20세 

이하(28.8%) 등의 순이었으며 학력은 고졸(54.2%), 

졸이상(2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

태는 미혼(86.9%)이 부분이었고, 첫 발병연령

은 19세 이하(47.7%), 20-29세(40.5%) 등의 순이

었으며, 발병  직업은 학생이 51.7%로 반을 차

지하 다. 건강보험은 의료보호가 60.1%로 반 이

상을 차지하 다. (Table 2, Table 3).

2. 대상자의 가족부담감과 정신보건서비스

요구 정도

 연구 상자의 총 가족부담감 평균 수는 3  척

도에서 1.62이고, 역별 평균 수는 경제  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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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N=153)

Variables                    Categories Mean±SD

Family burden Total

Economic burden

Interrupt of daily life

Interrupt of family leisure

Interrupt of family relationship

Effects of physical health

Effects of mental health

1.62±0.36

1.74±0.53

1.67±0.46

1.57±0.49

1.64±0.46

1.43±0.53

1.50±0.60

Service needs for patients Total

Psychiatric medical service

Rehabilitation service

Social service

2.72±0.56

2.21±0.72

3.09±0.56

2.87±0.88

Table 2. Family burden and mental health service need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regiver.  (N=153)

 Variables            Categories n(%)
Family burden Mental health service needs

Mean±SD t/F Scheffe Mean±SD t/F Scheffe

Gender Male

Female

50(32.7)

103(67.3)  

1.48( .31)

1.70( .36)
2.508

2.85( .66)

2.65( .48)

4.913

(p=.028)

Age

(years)

39 ≥ａ

40 - 49ｂ

50 - 59
ｃ

60 - 69ｄ

≥ 70ｅ

16(10.5)

10(6.5)

43(28.1)

38(24.8)

46(30.1)

1.67( .37)

1.64( .30)

1.52( .40)

1.68( .39)

1.61( .30)

1.026

2.85( .32)

2.31( .56)

2.80( .62)

2.71( .46)

2.67( .65)

1.821

Education None
ａ

Elementary schoolｂ

Middle schoolｃ

High school
ｄ

More than collageｅ

18(11.8)

36(23.5)

24(15.7)

63(41.2)

12(7.8)

1.74( .22)

1.72( .38)

1.53( .40)

1.57( .38)

1.52( .16)

2.062

2.58( .40)

2.95( .60)

2.78( .53)

2.58( .54)

3.01( .49)

3.531

(p=.009)
b>d

Marital

status

Not marriedａ

Married
ｂ

Divorcedｃ

Bereavementｄ

8(5.2)

78(51.0)

10(6.5)

57(37.3)

1.51( .22)

1.62( .40)

1.56( .43)

1.63( .31)

 .679

2.67( .04)

2.69( .64)

3.11( .58)

2.69( .44)

1.407

Relationship

of patients

Spouse
ａ

Parentｂ

Siblingc

Child
ｄ
 

10(6.5)

107(69.9)

24(15.7)

12(7.9)

1.73( .34)

1.63( .37)

1.60( .35)

1.58( .23)

1.765

2.36( .55)

2.72( .54)

2.81( .54)

2.98( .56)

3.258

Religion

Buddhistａ

Christianｂ

None
ｃ

Catholicismｄ 

47(30.7)

44(28.8)

47(30.7)

15(9.8)

1.65( .35)

1.62( .34)

1.68( .39)

1.51( .31)

2.747

2.77( .55)

2.50( .12)

2.70( .41)

2.78( .74)

 .787

Occupational type of

care-giver

Noneａ

White collar workers
ｂ

Laborersｃ

Service workersｄ

Others
ｅ

91(59.4)

10(6.5)

14(9.2)

16(10.5)

22(14.4)

1.62( .38)

1.80( .23)

1.77( .33)

1.63( .28)

1.42( .29)

2.651

2.62( .57)

3.00(.35)

3.03( .44)

2.67( .31)

2.89( .63)

2.755

Monthly income 

(10,000 won)

＜ 100ａ

100 - 199ｂ

≥ 200
ｃ

96(62.7)

43(28.2)

14(9.1)

1.66( .36)

1.61( .27)

1.40( .29)

2.091

2.70( .51)

2.90( .52)

3.01( .18)

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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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mily burden and mental health service need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153)

Variables      Categories  n(%)
Family burden Mental health service needs

Mean±SD t/F Scheffe Mean±SD t/F Scheffe

Gender Male

Female

121(79.1)

32(20.9)

1.59( .36)

1.75( .33)
.109

2.72( .57)

2.74( .49)
 .640

Age

(years)

29 ≥ａ

30 - 39ｂ

40 - 49
ｃ

≥ 50ｄ

44(28.8)

62(40.5)

32(20.9)
15(9.8)

1.45( .31)

1.77( .34)

1.58( .35)
1.59( .37)

7.351

(p=.000)
b>a

2.73( .47)

2.76( .51)

2.47( .69)
3.12( .54)

3.896

(p=.011)
d>c

Education Elementary school
ａ

Middle schoolｂ

High schoolｃ

More than collage
ｄ

10(6.5)
16(10.5)

83(54.2)

44(28.8)

1.55( .26)
1.45( .27)

1.67( .36)

1.63( .39)

1.664

2.17( .29)
2.96( .55)

2.74( .59)

2.71( .48)

3.845

(p=.001)
b>a

Marital 

status

Unmarriedａ

Married
ｂ

Divorcedｃ

133(86.9)

12(7.9)
8(5.2)

1.59( .34)

1.62( .34)
2.09( .43)

6.793

(p=.002)
c>a,b

2.71( .53)

2.92( .85)
2.56( .42)

 .910

Age of falling ill 
first time

19 ≥
ａ

20 - 29ｂ

≥ 30ｃ

73(47.7)
62(40.5)

18(11.8)

1.59( .37)
1.69( .34)

1.60( .34)

1.226
2.74( .60)
2.70( .49)

2.87( .52)

 .326

Frequency of 

admission

1ａ

2 - 3ｂ

4 - 5
ｃ

>5ｄ

36(23.5)

50(32.7)

29(19.0)
38(24.8)

1.43( .26)

1.57( .35)

1.80( .35)
1.71( .37)

7.178

(p=.000)

c,d>a

c>b

2.69( .56)

2.74( .63)

2.75( .46)
2.71( .54)

 .058

Job before falling ill None
ａ

White collar workersｂ

Laborersｃ

Students
ｄ

40(26.1)
8(5.2)

2.6(17.0)

79(51.7)

1.58( .27)
1.90( .33)

1.51( .26)

1.65( .37)

3.705

2.73( .39)
2.91( .18)

2.62( .90)

2.72( .54)

 .581

Health security Health insuranceａ

Medical aid
ｂ

61(39.9)

92(60.1)

1.59( .40)

1.64( .33)
 .752

2.74( .51)

2.71( .58)
 .047

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family burden

 Variables
Economic

burden

Interrupt of

daily life

Interrupt of

family leisure

Interrupt of 

family relationship

Effects of

physical health

Interrupt of daily life

Interrupt of family leisure

Interrupt of family relationship

Effects of physical health

Effects of mental health

.338
＊＊

.337＊＊

.390＊＊

.497
＊＊

.343＊＊

1

.470＊＊

.380＊＊

.360
＊＊

.349＊＊

1

.541＊＊

.511
＊＊

.546＊＊

1

.500
＊＊

.582＊＊
1

.625＊＊

＊＊ P＜0.01

Table 5. Correlations among the family burden and mental health service needs 

 Variables
Economic

burden

Interrupt of

daily life

Interrupt of

family leisure

Interrupt of 

family 

relationship

Effects of

physical 

health

Effects of 

mental 

health

Psychiatric medical service   .125    .281
＊＊

.027 .096   .355
＊＊

    .133

Rehabilitation service  -.158    .119 -.025 .101 .021     .065

Social service  -.103    .121 .091 .107 .130     .21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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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일상 인 가족생활의 방해(1.67), 가족상호

작용의 방해(1.64), 가족의 여가방해(1.57), 가족의 

정신건강에 한 향(1.50), 가족의 신체건강에 

한 향(1.43)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 정신

보건 서비스요구 평균 수는 5  척도에서 2.72

이고, 역별 평균 수는 정신사회 재활서비스

(3.09), 사회 서비스(2.87), 정신의료서비스(2.2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부담

감과 정신보건 서비스요구 차이

1) 재가만성정신질환자 부양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부담감 및 정신보건서비스요구 차이

  부양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가족부담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정신보건서비스요구는 성

별에서 유의한 차이(t=4.913, p=.028)보이며 남자

가 여자보다 더 높은 요구를 나타냈고, 학력에서

도 유의한 차이(F=3.531, p=.009)를 보여, 사후검

증결과 졸이 고졸보다 더 높은 요구를 보이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2).

2) 재가 만성정신질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부담감 및 정신보건 서비스욕구 차이

  환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가족부담감은 연

령에서 유의한 차이(F=7.351 p=.000)를 보여 

사후검증 결과 29세 이하보다는 30-39세가 더 

많은 부담감을 보 다. 결혼 상태에서도 유의

한 차이(F=6.793. p=.002)보여, 사후검증결과 

기혼과 이혼이 미혼보다 부담감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총 입원횟수에서도 유의한 

차이(F=7.178, p=.000)를 보여, 사후검증결과  

4-5회, 5회이상이 1회 입원보다 부담감이 높았

고,  4-5회가 2-3회보다 부담감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정신보건서비스 요구는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

(F=3.896, p=.011)를 보여 사후검증결과 50세 이

상이 40-49세 보다 요구가 더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학력에서도 유의한 차이(F=3.845, p=.011) 

보여, 사후검증결과 졸이 졸 보다 요구가 더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 다(Table 3).  

4. 대상자의 가족부담감간의 관계

  가족부담감간의 상 계는 각 역별 모든 변

수들과 통계 으로 유의한(p<.01) 양의 상 계를 

보 다. 그리고 가족의 신체건강에 한 향과 

가족의 정신건강에 한 향(r=.625), 가족상호

작용의 방해와 가족의 정신건강에 한 향

(r=.582), 가족의 여가방해와 가족의 정신건강에 

한 향(r=.546), 가족의 여가방해와 가족상호

작용의 방해(r=.511), 가족상호작용의 방해와 가

족의 신체건강에 한 향(r=.500) 등의 순으로 

유의한(p<.001) 양의 상 계를 보 다. 즉, 재

가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은 특정 역에서 부

담이 클수록 다른 역에서의 부담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대상자의 가족부담감과 정신보건서비스

요구간의 관계

  가족부담감과 정신보건서비스요구간의 상

계를 역별로 보면 일상 인 가족생활의 방해와 

정신의료서비스(r=.281), 가족의 신체건강에 한 

향과 정신의료서비스(r=.355), 가족의 정신건강

에 한 향과 사회  서비스(r=.213)가 유의한

(p<.01) 차이는 있었으나 미미한 양의 상 계

를 보 다. 상 계가 미미하지만 일상 인 가

족생활방해, 가족의 신체건강에 한 향 부담

감이 높을수록 정신의료서비스에 한 요구가 높

으며, 가족의 정신건강에 한 향 부담감이 높

을수록 사회 서비스에 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Table 5).

고  찰

  본 연구에서 재가만성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

감은 3  만 에 1.62로 간 보다 약간 높은 수

이었다. 이는 정신질환자가족을 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의 결과 1.93보다는 낮은 수

이었으며[13], 정신질환자 가족을 상으로 다

른 도구인 4  척도를 사용한 연구에서 연구결과

[14] 2.45, 정신질환자 가족을 상으로 4  척도

를 사용한  다른  연구에서 연구결과[15] 2.57

과는 비슷한 수 이었다. 한 재가 말기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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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부담감은 5  척도에서 3.06이며[16], 재가 

뇌졸 환자가족의 부담감은 5  척도에서 2.81[17]

로 재가 만성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은 타 질

환보다는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정신질환자 

가족부담감은 척도간의 차이로 직 비교가 어렵고 

인 기 이 없으므로 단하기가 힘들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자가 느끼는 부담감이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상자가 

재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가족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여섯 역  경제 부담(1.74)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이는 정신질환자 부양자의 83%가 50  

이상의 노령이고, 59.4%가 직업이 없으며, 62.7%

가 월 100만원 미만의 경제  취약층이며, 정신

질환자의 연령이 20 , 30 , 40 가 90.2%로 사

회  활동이 활발해야 할 시기에 생산활동에 참

여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본 연구의 상자가 

60.1%가 의료보호 상자이지만 치료비와 치료

와 련된 부수비용 등으로 비용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질환

자가 제 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조기 퇴원하는 

이유가 경제  이유[18]로 볼 때 가족의 경제  

부담에 한 극 인 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부담감  가족상호작용의 방해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의 결과[13], 정서  부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10]와는 다른 결과를 

보 다. 본 연구에서 가족상호작용의 방해는 세 

번째 순서를 보 으며, 정서  부담감에 해당되

는 가족들의 정신  향은 다섯 번째 순서를 보

여,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상자들에게 이루어

지는 가족교육, 가족면담 등에 한 서비스의 차

이로 사료된다. 두번째로 부담감이 높은 역은 

일상생활방해(1.67)로 이는 정신질환자에 한 일

상생활지원이나 증상 리로 인해 다른 가족들의 

사회활동이나 가족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 가장 낮은 부담감은 가족들의 신체

 향으로,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는 정신질환 

기의 성기 양성증상이 완화된 안정화기의 정

신보건센터 이용을 하는 정신질환자로서 가족들

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동이 고 가족들은 

정신질환에 노출된 기에 비해 정신질환자들에 

한 응의 결과로 보여진다. 

  상자들의 정신보건서비스요구는 5  만 에 

2.72로 평균보다 약간 높았으며, 이는 재가 만성

정신분열병 가족을 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결과 5  만 에 3.94를 보인 연구결과[11], 정신

질환자 가족을 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결

과 5  만 에 3.04를 보인 연구결과[10] 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 다. 역별로는 정신사회재활서

비스(3.09)가 가장 높았다. 이 역에 해당되는 

문항은 사회기술훈련, 직업재활, 일상생활훈련, 

여가 취미활동, 데이 어, 그룹홈 등 정신질환자

들이 독립 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

신보건서비스들로서, 이러한 결과는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정신질환자에 한 재활요구가 높은 것

으로 생각된다. 이는 정신사회재활서비스가 가장 

높은 요구로 나타났다는 연구[10], 환자의 재활에 

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는 연구[11]와는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조사도구는 다르지

만 수입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19]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요구

는 사회요구(2.87)로 이는 정보제공을 한 교육,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등으로 이러한 결과는 정신

질환자들의 권익보호를 한 제도  장치 뿐 아

니라 근본 으로 일반인들의 사회  편견이나 낙

인의 해소를 한 계몽이나 교육이 지속 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역은 정신의

학 서비스(2.21)로 이는 응 처치, 약물 리, 입

원치료, 알코올 독치료, 물질 독치료 등의 의학

 처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역이 가장 낮은 

요구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지역이 도시지역

으로 의료의 근성이 용이하며 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자원연계 활용으로 생각된다. 

  재가만성정신질환자 부양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가족부담감은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정신보건서비스요구는 성별에서 남성이 

더 많은 서비스 요구하며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는 정신질환자 가족이 여자일 때 남자인 경우 

보다 많은 사회  지지를 받으며 더 큰 사회  

지지망을 갖는다고 하여[20], 사회  지지가 약한 

남성이 더 많은 서비스 요구를 나타낸 것으로 생

각된다. 학력에서도 고졸 보다는 졸이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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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는 학력이 낮을수록 환자를 돌보는 정

신질환자 가족의 고통이 심하다고 한 연구의 결

과[21,22], 고통이 큰 만큼 요구도도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재가만성정신질환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가

족부담감은 연령에서 29세 이하를 돌보는 가족 

보다는 30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유의하게 더 

많은 부담감을 가졌다. 이는 발병 기 보다는 질

병이 만성 으로 갈 때 많은 부담감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30  이하의 환자를 돌보는 경우 

정신 인 부담감이 30  이상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는 연구[23]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결혼상태

에서는 미혼, 기혼보다는 이혼이 유의하게 더 많

은 부담감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으로 인

해 환자나 가족 모두에게 부가되는 스트 스로 

인해 부담감이 높아 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입원횟수에서 입원횟수가 많을수록 부담감이 유

의하게 높아, 이러한 결과는 입원횟수가 많을수

록 환자의 반 인 사회 응이 나빠진다고 하

으며[24], 한 입원으로 인한 경제  부담  환

자의 증상악화로 인해 부담감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입원횟수가 많을수록 부담감이 

많아졌다고 한 연구[18]와는 일치하 다. 그리고 

환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정신보건서비스요구

는 연령에서 40  보다는 50 에서 유의하게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 다. 이는 본 연구 상 환

자의 다수가 남성이고 미혼, 학생 때 발생하여 

수 십 년간 부모에게 의존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 학력에서 졸 보다는 졸이 유의하게 더 

높은 요구도를 보 다. 

  상자의 가족부담감 하 역간의 상 계는 

각 역별 모든 변수에서 양의 상 계가 있었

다. 즉, 재가만성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은 특

정 역에서 부담이 클수록 다른 역에서의 부담

감도 높아져 상호 악 순환 으로 상승작용을 

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도구는 다르지

만 가족부담감 역간에 양의 상 계를 보 다

는 연구결과[10]와 유사하 다. 특히 가족들의 신

체건강에 한 향과 가족들의 정신 인 향은 

r=.625로 가장 높은 상 계를 나타냈다. 이는 

환자의 행동이나 질병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신체

인 질병 등 문제가 증가하게 되면 정신 인 질

병이나 문제가 같이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가족 

상호작용의 방해와 가족들의 정신 인 향은 두 

번째로 높은 상 계는(r=582)를 보여, 가족들이 

환자의 질병으로 야기되는 문제로 갈등과 논쟁이 

있고 사회  낙인과 편견으로 가족들 간의 상호

작용이 방해 받을 때 가족들의 정신 인 문제도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상자의 가족부담감과 정신보건서비스요구간

의 상 계에서는 일상 인 가족생활의 방해와 

정신의료서비스가 미미한 양의 상 계를 보

다. 즉, 응 처치, 약물 리, 입원치료, 알코올 

독치료, 약물 독치료를 나타내는 정신 의료서비

스에 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가족이 환자의 

질병으로 일상 인 가족의 활동에 제약과 방해를 

받는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의 신체건강에 한 향과 정신의료서비스

가 양의 상 계를 보여, 가족들에게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이 한 환자의 질병으로 가족에게 

신체 인 질병이나 문제가져오는 부담감이 감소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의 정신 인 향과 사회

교육은 양의 상 계를 보여, 다양한 교육과 사

회  법  보호 등의 사회교육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 가족들이 환자의 질병으로 정신 인 문제

나 질병이 증가 하는 부담감이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도구는 다르지만 가족부담감

과 정신보건서비스요구 간에 양의 상 계를 보

다는 연구결과[10]와 유사하 다. 

  정신질환자의 가족부담에 따른 정신보건서비스

요구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

어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효율 으로 감소시

킴으로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잘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족들이 특히 부담

을 보이고 있는 역에서는 그와 상 계를 보

이는 정신보건서비스를 히 제공한다면 가족

의 부담감을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고 결과

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성공 인 지역사회로의 복

귀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재가만성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 

153명을 상으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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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가족부담감과 정

신보건서비스요구와 그 련성을 분석하고자 연

구를 시행하 다.

  연구결과 가족부담감의 평균은 1.62 으며, 가

장 부담감이 높은 역은 경제  부담감이고 그 

다음은 일상 인 가족생활방해, 가족상호작용의 

방해, 가족의 여가방해, 가족의 정신건강에 향, 

가족의 신체건강에 향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정신보건서비스요구의 평균은 2.72로 역

별로는 정신사회재활서비스, 사회 서비스, 정신

의료서비스 순으로 서비스를 요구하 다. 상자

의 일반  특성에 따라서 성별과 학력에서 정신

보건서비스의 요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만

성정신질환자 일반  특성에 따라서는 연령, 결

혼상태, 입원횟수에 따라 가족부담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정신보건서비스요구는 연령과 

학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부담감간에 

련성은 모든 역에서 양의 상 계를 보 으

며, 가족부담감과 정신보건서비스요구에서는 정

신사회재활서비스와 일상 인 가족생활방해와 가

족의 신체건강에 향과 양의 상 계, 사회  

서비스와 가족의 정신건강에 향에서도 양의 상

계를 보 다.

  지역사회에서 재가 만성정신질환자 일차  보

호제공자인 가족의 부담감은 부담감간에도 상호 

련성이 있었으며, 정신보건서비스 요구와도 

련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

서비스 로그램 개발  실행 시 가족의 정신보

건서비스요구를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서

비스체계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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