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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체험홈 이용경험에 관한 연구

The Lived Experiences of Supported Housing among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구춘영*, 김미영**, 구진희***

Koo Chun Young*, Kim Mi Young**, Koo Jin Hee***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들의 체험홈 이용 경험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현상학적 접근을 활용하였다. 총

9명의 정신장애인들이 연구참여자로 모집되었으며, 2016년 9월부터 2018년 3월에 걸쳐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

집하였다. 모든 자료는 녹음하였으며, 자료는 Colaizzi방법으로 분석하었다. 분석결과 6개의 주제모음, 17개의 하위주

제가 도출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1) 생활터전의 혼란스러움, 2) 체험홈에서 느끼는 여유로움, 3) 나에 대한 인식이 변

화함, 4) 주도적인 행동을 선택함, 5)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움, 그리고 6) 진정한 삶에 통합함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체험홈 프로그램 확대 및 프로그램 질 향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와 더불어, 정신장애

인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개입과 회복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례관리자 확대가 정신보건영역에서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주요어 : 정신장애인, 질적연구, 자립, 정신건강서비스, 주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 depth the lived experiences of utilizing supported housing 
among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Phenomenological approach was used for this study. A total of 9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were recruited as research participants.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from September, 2016 to March, 2018. Transcribed data from audio recordings on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the Colaizzi method. 6 clustered themes consisting of 17 sub-themes emerged through the 
qualitative data analysis and they include the following: 1) Confusion at site daily residence; 2) Feeling relaxed 
in supported housing site; 3) Development in self-perception; 4) Undertaking a leading role; 5) Growing capacity 
for independent living; and 6) Integration into normal lif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expanding supported 
housing and improving its quality for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re needed. Additionally, the field of 
mental health need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 managers with expertise in dealing with people suffering 
from psychiatric disabilities and their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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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 체계 내에서 주거는 정신장

애의 회복[1], 자립을 위한 준비[2]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하지만, 정신장애인 718명, 가족 668명으로 총 1,3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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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는 정신장애인의 주거준

비에 대한 계획은 모르겠다가 36.6%, 부모가 마련해 준

주택 22,7%, 사회복귀시설 22.1%, 형제, 자매의 집

10.6%로 나타났다[3].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는 주

거시설보다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사회에 정착

하는 생활을 선호하는 경우가 높았다[4].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

는 우리나라의 주거서비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이 있

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재활시설은 341개소로

이 중 생활시설로 입소 및 주거시설은 132개소로 입소

자가 24시간 휴식, 취침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

간으로, 입소는 정원 50명 이하, 주거는 10명 이하로 가

능하다.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은 최장 3년 본 연구

에서는 체험홈의 이용기간 제한이 있고 주거와 일상생

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신요양

시설은 이용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시설 내에서 주거와

식사를 모두 해결하는 형태로 기관주도로 서비스제공

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정신

장애인 이외 장애인의 경우 입소시설이외에도 그룹홈,

체험홈, 자립지원센터 등 다양한 주거지원서비스의 이

용이 가능하다[6].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을

둔 거주시설 설립의 중요성[7]과 정신장애인 주거지원

제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4]. 또한, 우리나라 정신질

환자 주거시설 정책방향을 지역사회 주거인 입소시설

보다는 정신장애인 스스로의 생활공간인 주택 개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8].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경우 주

거지원을 위한 제도적 서비스에 부족함이 있고 정신재

활시설의 52%가 서울·경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지역사회 움직임에 힘

입어 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병원

과 가정의 중간(Halfway house) 형태인 치료적 주거훈

련공간을 마련하여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하였다[9]. 이 사업

의 성과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독립적으로 생활

해 나가면서 독립주거의 준비와 주거지원 인프라 구축

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9].

정신장애인의 주거생활은 정신과적 증상과 일상생

활,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7]로,

결국 지역사회로 통합[7, 10]을 가져온다. 고령화 사회

로 접어들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받

는 정신장애인의 수는 증가하기에[1], 정신장애인 자립

과정에 있어서 주거서비스는[10]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미 영국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해 주거지원프로그램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1]. 미국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주거연속체 모델에 따른 다양한 연구[2]

와 주거준비과정 및 주거지역에 따른 차이[1], 사례관리

자의 역할[12] 등 지역사회 주거지원체계의 연속선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의 주거서비스에 대

한 욕구[10]와 특정 거주시설에서 삶의 만족도[13]의 연

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정신장애인의 독립주거[14], 제도

적 공간 거주[15], 지원주거[16] 경험,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이용에 대한 경험 등으로 일상생활지

원이 주요주제로 다루어졌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자립지원으로 위한 공동생활과정에 대한 연구는 지적장

애인[17], 발달장애인[18]으로 한 연구만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신장애인의 주거지

원서비스의 형태가 아닌 민간 지원의 체험홈 이용경험

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자립준비를 위한 주거서비스 이

용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

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적응 향상을 위한 자립준비에 대한 정신재활중재 전략

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자립 준비를 위

한 체험홈의 본질을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 자립

준비를 위한 체험홈 경험은 지역사회 정신재활중재 개

발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1) 체험홈

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지원으로 S사회복귀시

설에서 이루어진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다. 체

험홈의 이용기간은 1년이며(1회에 한해 연장가능), 임대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여 독립주거로 이전 시 체험홈

경험이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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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자립 준비를 위한 체험홈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 참여

자를 선정하는 목적적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목적적 표본추출의 근거는 정신사회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이용, 자립생활 준비 경험이 없으

며, S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으로 구별하

였다. 참여자 표출은 연구자가 해당 사회복귀시설의 정

신건강전문요원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정신건강전

문요원으로부터 체험홈 입주계획을 수립한 대상자로

하였다. 이중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대상자 2명을 제외

하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9명으로 1년간 체험홈

경험을 한 대상자 6명과 6개월간 체험홈 경험을 한 3명

이었다. 1차 대상자들은 2016년도 9월부터 2017년 8월

까지 6명의 대상자의 자료수집과 분석이 포화되었다.

이후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차 자료수집기간

의 3명을 추가 인터뷰하였으며, 체험홈 경험에 대한 자

료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동안 포화가 형성되어 최

종 9명으로 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자료는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수집되었으며 기간

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 7개월이었다.

면담장소는 연구참여자가 편안해하는 장소인 체험홈에

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개별적 공간에서

실시하였다. 자료는 개인 심층면담으로 수집되었으며,

개인 심층면담의 소요시간은 1회에 30～1시간 30분 정

도였으며, 횟수는 개인당 3～4회 실시하였다. 면담은

‘체험홈 생활이 어떠한가요?’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

하여 연구자보다는 연구참여자의 시각과 관점에서 체

험을 이야기하도록 하였으며, 자료가 포화되어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진행하였다.

1차 면담시 연구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의

누락과 오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

음하였다. 또한 연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장노

트를 병행하여 주요 사항을 기록하였다. 1차 면담은 체

험홈 입주 후 3개월 간격으로 4차례 이루어져 1년 동안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2차 대상자의 면담은 입주 시, 입

주 후 3개월 간격으로 3차례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가

자신이 면담시 충분히 생각하고 경험한 체험홈에 대하

여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며 경청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녹음된 내용을 현장노트와 함께 문서화하였으며 문서

화 도중 의문스러운 내용은 다음 면담시 질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주제 구성시 내용의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의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 9명을 2018년 3월에 전체 내

용을 검토하면서 1회 집단모임으로 자료수집 내용의 의

미가 적절한지 보완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 중 Colaizzi [19]가 제시

한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제1단계에서는 녹음된 면담 내용을 경청하면서

필사한 후,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각 참여자

들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였다. 제2단

계에서는 연구자들이 각자 참여자 면담내용의 필사본

을 읽으면서 참여자 경험의 본질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

다고 판단되는 진술문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진술

문을 중심으로 주요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제3단계에서

는 연구자들이 각자 주요 진술문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한 단계 더 추상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하였

다. 각자 구성한 의미를 연구자들이 함께 확인하고 서

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하나로 통합하였다. 또한, 통합하

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숨겨진 의

미를 한 단계 더 추상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참여자의 경

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제4단계에서는

도출된 의미들 중 유사한 것들을 통합하고 분류하면서

주제를 조직하고, 주제를 묶어 주제 모음으로 조직하였

다. 또한, 의미를 통합하고 분류하면서 연구참여자와 1

회의 집단모임으로 의미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보완하였다. 제5단계에서는 주제모음들이

나타내는 현상을 주제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기술하

였다. 제6단계에서는 정신장애인 체험홈 경험이 총체적

으로 드러나도록 주제모음을 구성하였다. 제7단계에서

는 연구 참여자에게 발견된 본질적인 구조의 타당성 확

보를 위해 체험홈 사업 총괄 및 담당자 2인(정신건강전

문요원)과 연구참여자 3인으로부터 분석결과의 타당성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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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확인은 Guba와

Lincoln[20]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

립성에 근거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심층

면담을 통해 정신장애인 체험홈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

였으며, 면담을 하는 동안 모호한 진술이 있는 경우 참

여자에게 다시 질문하여 진술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자

료분석시 참여자의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하였으며, 연구자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분석결과

를 상호점검하여 공통된 의미를 발견하였다. 최종적으

로 확인된 주제모음, 주제, 하위주제에 대해서 참여자 9

명에게 반영적 읽기를 하여 자신이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 개

개인의 독특한 배경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의미있는 진

술에 대해서는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주제의 본질적 구

조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각 참여자의 진술이 포화상태

로 더이상 새로운 자료가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 기술하였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에서 발견된 주제와 범주에 대한 분석적 사고를 위

해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였

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배우고 연구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주제모음, 주

제의 서술과 주제의 적절성,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연구자에

의한 분석과 비교하여 수정하였다. 연구의 중립성을 확

보하기 위해 연구자들 간에 정신장애인의 체험홈에 대

한 이해를 토의하여 검증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성이

면담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에 K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에서 연구윤리심사를 받았다(IRB NO.118). 참여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자

와 보호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면담을 시행하였다.

참여자와 보호자에게 연구 도중이라도 참여자가 원한

다면 면담을 중단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은 연구의 목

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연구동

의서를 받았다. 필사본의 작성과 연구결과 진술시 연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참여자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신원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모

두 기호화하여 기록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는 총 9명으로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7명, 여성 2명이었다. 체험

홈 거주기간 1년 또는 6개월이었으며, 7명은 거주기간

중에 직업훈련을 하여 직업이 있고, 2명은 지원고용 준

비 중이었다. 체험홈 거주기간 종료 후에는 직업 유지

및 독립주거를 형성하였다.

Colaizzi [15]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으로 자료를 분

석한 결과 17개의 주제로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다시

보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6개의 주제모

음으로 통합되었다(Table. 1)

1. 제 1주제 모음: 생활터전의 혼란스러움

1) 주제 1: 예측되는 일상생활의 서툼

참여자는 부모님과 거주시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일

상생활로 청소하기, 식사 준비하기, 정리하기 등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예측하였다. 막상 체험홈에서 독립적으

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서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간 사는 동안 같이 있는 00씨나 00씨가 잘해

주고 그런데 00씨는 청소는 잘 안하더라구요. 혼자사려

면 밥도 해먹고 건강하게 지내야 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하고만 지내보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안 지내봐

서 같이 해야 하는 일이 서툴고 힘듭니다(참여자 6).

어머니와 함께 지낼 때는 집안일은 어머니 혼자 하

셨습니다. 혼자가 되면 어차피 내가하게 될 일이라고 생

각했지만 체험홈을 하면서 챙겨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 집에서는 안하

다가 이번에 어머니가 손을 다치면서 제가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체험홈을 안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서툴렀을 것 같습니다(참여자 7).

2) 주제 2: 갑작스런 증상발현으로 인한 놀람

참여자는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증상발현, 새로운

환경에서 수면장애 등 증상변화로 갑작스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체험홈에서 증상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

응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에 대한 대처 노력으로 응급입

원 등으로 자신의 병을 조절하고 동료를 배려하기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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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더워지면서 증상이 나타났어요. 체험홈에

있을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고 갑자기 응급으로 입원을

했어요. 며칠 쉬니까 좋아졌지만 함께 지내는 00가 많

이 놀랐습니다(참여자1).

입원을 제외하고 집을 떠나 생활해 본적이 없는

저로서는 잘 할 수 있을 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입주초

기 회원들과 체험홈에서 가족처럼 한 공간에서 지내기

가 쉽지 않았고, 잠자리기 바뀌어 수면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참여자 8).

3) 주제 3: 타인과 같이 사는 어려움

참여자를 포함한 체험홈에 거주하는 3명의 회원은

같은 처지에 있어 동변상련을 경험하면서도 매일매일

부딪쳐야 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존재로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런 갈등경험은 직접 해결하기 보나는 회

피하고 때로는 서로를 거부하고 상호작용을 자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체험홈하는 동안 회원들에게도 표현을 잘 못하고

일하고 와서 힘들면 그게 표를 안내려고 해도 얼굴에

표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다만 의사소통기술은 그렇

게 빨리 늘지가 않아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 행동과 말

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항상 문제인거 같아요. 위축

이 되니깐, 선입견도 있고 하니깐... 말해도 잘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참여자 4).

그냥 00형님이랑 00형님이랑 지냈으면 아무문제가

없었을 텐데 집을 옮기면서 같은 처지이지만, 안 되어

서, 제가 참았어야 하는데 싸우게 됐어요. 규칙을 알고

있었는데도 잘 안됐습니다(참여자 5).

2. 제 2주제 모음: 체험홈에서 느끼는 여유로움

4) 주제 4: 나만의 공간에서의 자유로움

참여자는 체험홈에서 주어진 공간에서 편안함에서

소중함을 알았고, 자신의 생활에서 적응과정에서 느끼

는 안정감은 정서적인 자유로움을 경험하였다.

일단 살이 많이 줄었습니다. 돈도 많이 저축하고

요. 밥도 많이 많이 먹고요. 방의 소중함을 많이 알았습

니다(참여자 2).

00이와 싸워도 2～3명 있는 체험홈에서의 생활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좋았습니다. 사람훈기가 있는 게

좋았어요.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를 많이 안 해도 사람

이 있다는 게 혼자 있으면 느낄 수 없는 게 있더라구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공간이어서 자유로운

같아요(참여자4).

5) 주제 5: 지지자로부터의 안정감

참여자는 사례관리자와 체험홈 식구와 관계를 맺

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안정감을 보였으며, 이런 안정감

은 자신의 발전을 위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경험이었다.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체험홈 생활을 시작했는데

같은 방을 쓰는 형님들과도 많이 친근해졌고 생활하면

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나 규칙적

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조금씩 적응되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3).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00형이라 00형

이 잘 대해주고 마음도 잘 맞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

습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낼 수 있

으면 됩니다. 이렇게 도와주니 안정이 되어서 빨리 돈

을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참여자 5).

6) 주제 6: 경제적 부담감이 감소함

참여자는 체험홈에서 경제관념이 생겨 아끼고 저

축하는 모습을 보여 지출은 줄이고 미래를 대비한 저축

하고자 하였다. 또한 체험홈의 공동경비로 인해 용돈,

병원비 등 실질적인 지출금액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여

이에 상응하는 금전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00부모님께서 주신 음식도 많이 먹으니...제가 체험

홈에서 돈을 모을 수 있잖아요. 병원에 있으면 입원비

로 돈이 들고, 집에 있으면 용돈 받아서 생활을 하지만,

체험홈에 있으니 여러 가지 대비 비용을 절약하여 지금

저축을 하고 있으니 부담이 줄어들고 있어요(참여자 2).

새로 이사 온 우리집 같은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

다. 그리고 지원해주시는 만큼 저축도 늘었습니다. 가계

부 쓰기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

각하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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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주제 모음: 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

7) 주제 7 : 힘이 되어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

참여자는 체험홈 생활과정 동안 무엇보다 자신들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런 어

려움 속에서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자신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체험홈 식구, 사례관리자에게 감사함

을 인식하고 있었다.

00이가 체험홈에서의 생활을 더 중점적으로 생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남은 체험홈 생활기간

동안 그 점만 좀 더 신경 쓰면 더욱 충실한 체험홈 생

활이 될 것 같습니다. 체험홈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움

을 준 선생님과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참여자 3).

작년 10월부터 체험홈 생활을 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지난 3월 서울00집에 둥지주택을 다녀와선 지

금 살고있는 체험홈이 더 감사했어요. 집도 좁지 않고

같이 식사하는 식구들도 있고, 한 달에 한번 갖는 모임

도 즐겁고 꼭 내 집 같아서 맘도 편합니다. 힘이 되는

선생님께 감사해요(참여자 4).

8) 주제 8 : 타인의 삶을 통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함

참여자는 체험홈 식구들과 생활하면서 자신의 모

습을 성찰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였다. 이런 강점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도약할 수 있는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

다.

나는 단번에 흥미가 금세 식고 실증을 잘 내는 타

입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몸이 피곤함을

자주 느끼고 집중이 안됐습니다. 프로그램시간에 아는

거면 알아서 하기 싫고 모르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

랬는데, 체험홈에서 생활하고, 00씨를 보면서, 한 달에

한번 씩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참여자 4).

다른 회원들이 시간이 없고 자기들 계획이 있으니

까, 계획이 있는 회원분들 보면서 저도 계획을 수립하

는 성격이 되었어요(참여자 6).

9) 주제 9: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참여자는 자신이 시도하는 행동으로부터 성공에

대한 성취를 느끼며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

고해졌다. 이로 인해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하려는 의

지를 가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체험홈 생활을 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

다. 그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고 내 자신의 변화에 내

가 가장 놀라고 있다. 계속 원내에서 10여년을 지냈지

만 바깥에서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조차 못했었는데 말이다 그런데 내가 무려 6개월을 밖

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나 자신도 놀라울 따름이다(참

여자 1).

개인적으로 조금더 발전하는 느낌도 든다. 경제적

으로 여유 돈도 조금 모으게 되고 요리를 하면서 회원

들과 함께 무언가 만들어 냈다는 성취감도 있고 체험홈

에서의 생활이 많이 편안해졌다(참여자 3).

4. 제 4주제 모음: 주도적인 행동을 선택함

10) 주제 10: 신체건강과 체중조절을 위해 애씀

참여자는 체험홈에 적응한 뒤로는 신체 건강과 체

중조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집 주변 공원이나 운

동장을 걸으면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

음을 경험하였다.

살이 찌니깐 계속 힘이 들고 다리도 아프고 안 되

겠더라구요. 제가 신체건강과 체중조절에 노력을 했어

요. 하루에 1시간씩 저녁 먹고 걷고, 00랑요(참여자 1).

혼자가 되면 어차피 내가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했

지만 체험홈을 하면서 챙겨야할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

신체건강과 체중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신은

약을 잘 먹으면서 5년 동안 유지되었기에 살이 찌니,

신체건강에 더 애쓰게 되었습니다(참여자 7).

11) 주제 11: 경제적 독립을 추구함

참여자는 가족, 사회적지지 체계의 경제적 지원에

서 벗어나 스스로 경제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경제

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것, 경제를 관리하는 것, 실천하

는 것으로 연결하면서 경제적인 생활을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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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금전적 지원도 있지만 나중

에 혼자 살게 되면 금전적 어려움과 시간적 어려움등으

로 이런 여가활동이나 문화생활은 어려울 것처럼 보인

다. 물론 처음에는 가계부쓰기나 이달의 목표 정하기,

실천한 것을 상, 중, 하로 나누어 주별로 체크하기도 쉽

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가계부 쓰기는 습관이 될 정도

로 잘해 내고 있고 이달의 목표도 어렵지 않고 실현 가

능한 것들로 정해서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부모님

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여 지금 돈을 저축하고 있다

(참여자 1).

함께 있다 보니 공동생활비도 내야하고 한번 씩

밥도 사고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

야할 것 같습니다. 체험홈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참여

자 5).

12) 주제 12: 꾸준한 활동을 모색함

참여자는 체험홈 과정에서 재발예방을 위해 터득

한 대처능력 즉, 사회기술, 일상생활, 직업재활 등을 일

관성 있게 실천하는 활동을 모색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입주 6개월이 지나면서 약도 꼬박꼬박 먹고요, 샤

워, 면도, 속옷 갈아입기, 이런 개인위생도 전보다 훨씬

나아져서. 무엇보다도 직장이 생겨서 일도하고 살도 빠

지고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3개월 지나서

도 안 게을러지고 계속 지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1).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람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조금 더 발전하는 느낌도 든다. 회

원들과 함께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무언가 만들어 냈다

는 성취감도 있고 체험홈에서의 생활이 재미있어 졌습

니다(참여자 3).

5. 제 5주제 모음 :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움

13) 주제 13: 독립된 주거와 관련된 계획을 세움

참여자는 부모님 사망 후 혼자 살아야 하는 미래

의 삶의 준비뿐만 아니라 현재부터 살아가는 공간에 대

한 현실계획 수립에 대비하여 독립된 주거를 준비하고

자 노력하였다.

이런 저런 일 많이 있었다. 체험홈을 만들고 아낌

없이 지원해 주신 선생님들과 금전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신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도 깊이 감사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체험홈 생활을 통해서 더 많은

부분을 얻어가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에 당첨되어서 조만간 임대아파트로 갈 수 있을 것 같

다(참여자 1).

작년 체험홈 생활을 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처

음에는 부모님 사망 후 혼자 살아야 하는 미래의 삶의

준비였는데, 이제는 체험홈에서 편히 살고 저축을 해

진짜 내 집이 생길 때까지 잘 살고 싶다(참여자 5).

14) 주제 14: 주체적인 자기 결정을 시도함

참여자는 자신의 생각, 행동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을 시도하였다. 가족생활위주에서 자

신의 여가생활, 직장생활, 체험홈 생활 등 전반적인 생

활영역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관리하며 책임질 수

있는 자기결정을 경험하였다.

혼자 지내게 되면 생기는 외로움이나 문제들도 체

험홈 생활을 하며 알게 된 동생들과 연락하고 가끔 만

나서 커피도 한 잔 하고 그러면 해소될 것 같다. 새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도 있지만 아직은 마냥 좋기만 하다. 나 혼자서 내 집

에서 내 마음대로 살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분이 좋

다(참여자 1).

반상회를 통해 친목도모와 새로운 한 달을 계획하

고 생활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

험홈에서의 시간을 독립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

로 삼고 열심히 배우고 도우며 생활할 계획입니다. 반

상회를 통해 우리들끼리 자기결정을 시도하게 되었습

니다(참여자 8).

15) 주제 15: 스스로 문제해결 방법을 고안함

참여자는 체험홈에서 생활하면서 문제를 겪었을

때 혼란스러웠지만,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가장 잘 해

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다양한 생활영

역을 통해 문제해결 방법을 직접 경험하였다. 이런 경

험은 이전에는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자신이 적극적

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고 찾아가는 방향

으로 발전하였다.

처음 두 달간은 이것저것 해야 하는 게 많아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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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스러웠는데, 이제 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터득하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한 달

1회 우리집 식구들과 반상회 개최를 해서 방법을 물어

서 제가 해결하게 되었습니다(참여자 3)

입주 3개월이 지나면서 자립준비교육과 상담을 통

해 독립에 필요한 교육과 어려움들을 동료들과 함께 알

아가고, 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며 되었습니다(참여

자 8).

6. 제 6주제 모음 : 진정한 삶에 통합함

16) 주제 16: 동료들과 삶을 공유함

참여자는 자립을 준비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다른

동료회원들에게 SNS로 공유하거나, 직장동료들과 나누

는 삶을 경험하였다.

생활의 무료함이나 목표.. 같은 게 한방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은 못하겠다고 생

각했는데 이제 사는 공간만 혼자 있게 되는 거지 주말

이나 일터에서 사람들과 항상 같이 있게 될 거니까(참

여자 4).

저도 6개월 후에 자립을 하려고 지금 임대아파트

신청해두었어요. 만일 떨어지면, 이 근처에 원룸 빌라가

있어서 일단 거기서 생활하면서 다시 신청해보려고 해

요. 1기 누리집 체험홈 했던 친구가 알려주었어요. 서로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는지 공유하고 해요. 밴드에

00하면 다 나와요(참여자 6).

17) 주제 17: 내 삶에 만족함

참여자는 자립을 준비하는 체험홈 생활에 만족하

였으며, 이런 경험은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격려를 받으

면서 자신의 삶에 스스로 응원하는 환류로 연결되었다.

또한, 독립된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과 자립에 성

공한 자신의 삶에 만족하였다.

체험홈 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고, 건강관리, 위생

관리, 약관리, 생활 전반적으로 잘 지내기 등을 잘 수행

해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체험홈 생활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내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참여자 1).

예전에는 몰랐는데, 방은 제 공간이거든요, 제가

청소하고, 그런 공간에 혼자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요새는 좀 친해져서 같이 운동도 다니고 하

니깐, 그런 생활도 너무 좋고, 만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

어요. 이제 저축도 하고, 조만간에 임대아파트 준비 되

어서 드디어 자립을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좋은 것 같

아요(참여자 9).

표 1. 자립준비를 위한 경험 주제모음

Table 1. Clusters of Themes of the Supported Housing

Experiences

Clusters of themes Themes

생활터전의 혼란스러움

예측되는 일상생활의 서툼

갑작스런증상발현으로인한놀람

타인과 같이 사는 어려움

체험홈에서 느끼는

여유로움

나만의 공간에서 자유로움

지지자들로부터의 안정감

경제적인 부담감이 감소함

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

힘이 되어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

타인의 삶을 통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함

할 수 있다는 자심감이 생김

주도적인 행동을 선택함

신체건강과체중조절을위해애씀

경제적 독립을 추구함

꾸준한 활동을 모색함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움

독립된 주거와 관련된 계획을

세움

주체적인 자기결정을 시도함

스스로 문제해결 방법을 고안함

진정한 삶에 통합함
동료들과 삶을 공유함

내 삶에 만족함

그림 1. 자립준비경험 과정

Figure 1. Process of supported housing experiences

Ⅳ. 논의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준비를 위한 체험홈

경험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생활터전의 혼란스러움’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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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홈 입소 직후 정신장애인의 체험을 드러내고 있는데,

함께 살기의 답답함이라고 표현한 Kim[21]의 연구결과

와 일부 유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부모와 분리된 홈에서의 경험은 일상생활, 정신과적 증

상, 대인관계 영역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결과는 자신의 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대인관계 훈련[22],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23]이 필요함

을 언급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자

립준비를 위한 체험홈 및 주거 지원에 따른 일상생활,

증상, 대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사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체험홈에서 느끼는 여유로움’

을 경험하였다. Bae와 Park[16]의 연구에서도 혼자만의

생활을 즐김 등으로 표현한 것과도 유사하다. 따라서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내

집으로 규명함으로써 안정성, 편안함 등이 창출되어 삶

의 질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23]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전세 등 자기 주택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면 이는 정신장애인에게는

내 집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서 지지자들로부터의 안정감은 참여자들이 체험홈에서

혼란스러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는 Kim과

Kim[24]의 연구에서 동료, 직원과 새가족 만들기로 의

미 있게 도출된 결과와 유사하다. 새가족과 관련해서

본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동료와 사례관리자를 새가족

즉, 자신의 지지자로 생각하면 고마움을 느낀다고 하였

다.. 이는 Bae와 Park[16]의 연구에서도 직원이 살펴봐

주어서 좋았다고 한 부분과 유사하다. 즉, 정신장애인이

자립준비와 지역사회 독립주거 형성에 지속적인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은

체험홈 적응과정에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정

신장애인의 새로운 변화 동기를 개인적 측면에서 표현

한 Yoo와 Sung[25]의 일부 유사한 연구결과이다. 한편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26-28] 보고되지 않은 현상으로

서, 제도적, 문화적 영향이 다른 부분으로 추론된다. 국

내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교육중

재 또는 성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국외연구[28]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는

주거에 대한 경험을 어둠의 삶이라는 주제로 억압적인

삶으로 역설적인 일상생활에 대해 보고한 내용도 있었

다. 각 나라의 제도적 서비스의 흐름과 연결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도적인 행동을 선택함’을

경험하였다. O'Hara 등[29]의 연구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주거 적응단계에서는 상황에 적합한 행동전략을 적용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재를 제공한 것과 유사하

다. 이는 주거 프로그램 지원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신

장애인에 주도적인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서로를

공감하고 책임을 바탕으로 한 주도적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움’

은 자립의 능력을 다짐이라고 표현한 Bae와 Park[16]과

내 힘으로 살아가기라고 표현한 Seo[14] 및 주거를 준

비하면서 미래에 대한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아 가는 과정 속의 결과라고 보고한 Kim 등[30] 연

구결과와 일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 속에서

주체적인 결정으로 책임지고, 미래를 계획하며, 문제해

결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자립준비는 현실에서 부딪

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역시 어느 정도의 정신건강지원 서

비스를 원한다는 선행연구[23]와 일부 유사하다. 즉, 정

신장애인 자립준비를 위한 체험홈에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본 연구 참여자는 체험홈 적응 후 시간이 지나면

서 ‘진정한 삶에 통합’하게 되었다. 이 통합과정에는 동

료들과 내 삶을 공유하고, 내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선

행연구에는 보고되지 않은 현상이다. 앞으로는 정신장

애인 자립준비를 위한 상담에 동료들과 자립준비과정

을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동료지지 상담을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1995년 이후 24년 동안 정신

보건현장은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욕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정

신병원 및 입소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 서비스는 장

애인복지법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현행 정신건강

복지법에 보장된 주거지원서비스는 기관주도로 운영되

는 입소시설이 전부이다. 이는 병원을 퇴원한 후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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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최대 3년간의 주거훈련을 받은 후 퇴소하면

스스로 집을 구하고 혼자 살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제도권 내에서의 주거지원서

비스가 아닌 민간의 재원으로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운영한 체험홈이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체험홈

경험을 통해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체험홈 경험

을 드러내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공동모금회 지원 체험홈의 사업 결과 정신장애인의 기

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거서비

스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정신장애인은 자립 지원을 위

한 주거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신재활시설에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지속적 지원 및

확대를 희망한다. 정신장애인의 체험홈 경험은 혼란스

러움으로 시작하지만 여유로움, 인식과 행동의 긍정적

인 변화로 인해 살아가는 힘을 드높여 진정한 삶으로

통합하고 있었다. 이는 체험홈 경험은 정신장애인 자립

을 구축에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나, 정신장애인의 인

식과 행동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도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정신건강간호사들

이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체험홈 경험을 심층적으

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체험홈 맞춤형 간호중재프로그램을 개발

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정신장애

인 체험홈 적응과정에 대한 심층적 탐색을 위한 근거이

론방법을 적용한 후속연구와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변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연구가 이루어지길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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